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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 간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분석

1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분석

 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품질 고도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이용기회 확대

산림복지시설(제공자)에서 숲체험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발급 확대

* 이용권(바우처) 발급규모 : (’19) 30천명 → (’20∼’21) 40천명 → (’22) 50천명

녹색자금(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활성화

* 취약계층 수혜인원(천명) : (’19) 281 → (’20) 244 → (’21) 446 → (’22) 446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강화

* (협력기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 공공기관 보유자원 및 민간 재원을 활용한 ESG연계형 협력 모델 추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약계층 숲체험·교육(명) 161,620 219,553 280,923 244,057 445,775

 이용권(바우처) 발급(명) 15,000 25,000 35,000 40,000 40,000

 정부 및 기업 협력사업(명) 31,500 54,552 68,263 24,094 86,231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다양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대상 심신 안정을 위한 ‘숲케어’ 확대

* (협력기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공원공단 등

* (대상) 의료진·봉사자 등 연 1.6만명 (효과) 심리·정서안정 및 부정기분 20∼30% 개선

숲체험 KIT 개발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대면 서비스 한계 극복

* 수혜인원(천명) : (’19) 297→(’20) 136→(’21) 453 → (’22. 예상) 507 (대면 77.1%,비대면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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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콘텐츠 고도화로 유아·청소년 대상 최적의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연계 산림교육 활성화

* 교육부 ‘탄소중점 시범학교’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신규 인증 획득 확대

프로그램 대외 인증 확대 및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국가 인증 프로그램 현황(’22.10.) : 총 96건(산림청 43건, 여가부 27건, 환경부 26건)

근거·실용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산림복지 연구개발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대 배치

* (전담조직)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신설(’20∼), (연구 전담인력) 20명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산림 헬스케어 R&D 기술 개발 추진

* (기간) ’21～’23년 (내용) 산림복지 효과측정 센서 및 웨이러블 장비 개발 등

진흥원 산림복지 사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실증연구 강화

* (연구사례) 코로나산림치유효과- 심리·정서안정14.2%개선, 부정기분34.5%감소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산림교육·치유 등 수혜인원(명) 171,234 229,922 296,549 136,326 453,454

 국가 인증 프로그램 현황(누계, 건) 21 33 52 75 96

 프로그램 효과 유의성 비율(%) 53.1 66.3 80.8 97.8 98.3

고객만족도(PCSI, 점) 91.7 89.2 91.3 85.8 90.6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통한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국립 하늘숲추모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총 6,315본 중 5,774본 분양 완료(91.4%)로 향후 10년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중부권 제2 국립 수목장림 성공적 조성(’22)으로 친환경 장례문화 선도

* (위치) 충남 보령 (기대효과) 분묘대비 165ha 산림훼손 방지 (수용범위) 550,0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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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중대재해 제로화

안전보건경영체계의 확립으로 시설 운영의 안전성 제고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 및 보완으로 안전 유해·위험요인 원천 차단

* 단계별 위험요인 제거체계 마련 및 협력사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 안전경영시스템(KOSHA-MS) 모든 소속기관 확대 : (’20) 1개소 → (’22) 10개소

산림복지시설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지원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복지 앱 연계 숲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21) 서비스개발→ (’22) 16개기관대상숲길위험정보음성안내및무전서비스실현

고객 접점별 안전점검체계 마련 및 안전사고 상황조치 매뉴얼 보급

* 방문 전, 입․퇴실, 프로그램 이용 등 접점별 중점 안전수칙과 체크리스트 마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안전사고 발생(건) 2 3 1 0 0

 산업재해 발생(건) 0 0 1 0 0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업무 및 정보보안 환경 조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강화

* 상시 보안점검, 디지털 취약점 진단 범위 확대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사이버 공격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마련

* 해킹메일, 디도스, 전산망 침투․방어 등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확대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분야유공표창, (행안부) 개인정보평가2년연속A등급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 - 23.1 52.0 83.0 78.6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점) - 10.0 85.5 91.3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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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인프라 조성 확대

국내 최고층 친환경 목구조 건축물(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조성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국내 최고층의 목구조 건축물 건립
* (소재지) 대전 서구 (기간) ’22～’24년, (시설) 본관동 지상 7층, 교육동 지상 3층

태양광 발전(220kw), 전기차 충전소(8기) 등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법정 30% 대비 30.7% 충족

* 목재사용 1,363 m3 (국산목재 71% 적용), 탄소 저장 341 ton

부산·경남권의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숲체원 신규 조성

숲체원 중 국내 최초로 전체규모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소재지) 경남 김해 (기간) ’22～’24년 (시설) 방문자센터, 교육·숙박동 등

녹색건축물 예비 인증 취득 및 제로에너지 산림복지시설 모델로 개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법정 30% 대비 31.6% 충족

* 태양광발전(123kw), 전기차 충전소(2기) 등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인증

취약계층 거주공간 내 ‘나눔숲(길)’ 조성으로 숲의 접근성 강화

녹지공간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 조성 확대
* 복지시설 나눔숲(누계) : (’21) 981개소 → (’22 10.) 1,048개소

* 소외계층 생활권 1인당 녹지면적 : (’21) 8.2 m2/인 → (’22. 목표) 8.7 m2/인

보행약자 거주 지역, 도시숲, 근린공원 등 저경사 데크로드 조성 확대
* 무장애나눔길(누적) : (’21) 93.0 km → (’22 9.) 119.9 km

◆ ’19∼’21년도 녹색자금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평가 ‘매우 우수’ 등급 달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나눔숲 조성 면적(ha, 누계) 141.3 146.3 155.2 183.0 206.7

 나눔길 조성 길이(km, 누계) 20.4 36.3 54.1 72.1 88.3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m3/인) 6.46 6.55 6.71 7.34 8.23

온실가스 감축률(%) - 32.25 39.41 49.91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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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민간 산림복지 산업 육성 및 산촌-임업-지역 연계 강화

산림복지전문업, 전문가의 성장지원 강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초기 창업부터 안정화까지 창업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

* 전문업 창업 및 종사자 현황(누계): 1,058개업, 5,839명 (’22. 10. 기준)

전문업 대상 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 지원

* 3년 주기로 경영, 서비스 역량, 고객관리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컨설팅 추진

종사자 수준별·유형별 연수 커리큘럼 확대로 민간 서비스 수준 제고

* (기존) 단일과정 → (개선) 종사자 수준·자격 유형별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주관‘대한민국우수일자리’ 사례2회연속선정(’20∼’21)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문업 등록 업종(건, 누계) 237 407 569 754 952

 전문업 등록 인원(명, 누계) 1,668 2,547 3,312 4,498 5,172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건) 17 21 39 73 120

 종사자 교육·훈련 수료인원(명) 1,724 2519 3317 4701 7105

 프로그램 보급(건) 104 134 182 256 405

 민간 프로그램 수준(점) 86.73 88.65 87.26 84.70 89.58

산촌-임업-지역 자원과 산림복지를 연계한 신산업 육성

관광 트렌드 및 국민 수요를 반영한 ‘숲 관광’ 콘텐츠 발굴·확대

* 권역별 산림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정관광 상품 발굴(46건)

1·2차 전통적 임업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접목하여 6차 산업으로 확산

* 임업인 보유 시설과 연계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지원(6개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숲 관광 콘텐츠 개발(건, 누계) - 5 40 107 158

 숲 관광 지역사회 매출액(천원) - 25,000 120,000 332,395 48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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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차 산업 기술의 산림복지 분야 확산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환경 구현으로 서비스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IoT 등 혁신기술 및 산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산림복지환경 조성

* 산림복지앱(App)을통한생애주기별셀프테라피(8종), 숲길안내네비게이션(89건) 제공

앱(APP) 내 개인별 건강정보 세분화 및 위치기반 안전 정보 안내 강화

* (건강정보) 체성분, 심박수, 보행자 걸음 수, 수면 정보, 소모칼로리 정보 등

* (안전정보) 낙석, 뱀 출몰 및 응급장비(AED, 소화전, 대피소) 위치알림 제공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와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 스마트폰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내 숲길 위험정보 음성안내 및 무전 서비스 제공

<스마트밴드를 통한 신체 변화 측정 서비스> <숲길체험 Navi 서비스 개발>

산림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도 제고

행안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생산·구축

* 산림복지 데이터 수집 현황 : 산림기상 정보, 피톤치드 정보 등 19종, 8.4TB

*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19) 11.5점 → (’21) 67.8점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채널 다양화

* (채널) 공공데이터포털, 빅데이터거래소,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등

보유 산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수요기업 발굴 및 활용 지원

* DB 수요기업(민간) 지원 건수 : (’21) 75건 → (’22 목표) 85건

* 산림·공공 데이터 플랫폼 거래량 : (’21) 4,757건 → (’22 목표) 8,0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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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반부패·청렴 및 투명경영 이행

국제표준 규격에 부합한 ISO 37001 3개년 연속 인증 획득(’20∼’22)

* 부패진단(41개), 리스크 요인 발굴(131개), 규정점검(39개), 익명신고 채널 강화 등

CEO 주도 준법·윤리문화 선도, 청렴 인증·마일리지제 운영 등 의식 제고

* 주무부처(산림청)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 (’20) C등급 → (’21) A등급

경영 내실화에 주력하며 사회ㆍ환경적 영향 최소화 기반 마련

긴축재정 등 재무건전성 개선책 마련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절감) (’20년) 31.5% → (’21∼’22) 5.0%, (’22년 긴축재정 조정금액) 3,499백만원

ISO26000의 이행,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 등 비재무적 성과 관리 강화

* UNGC 10대 원칙(인권․노동․환경․반부패) 이행 선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21∼’22)

정보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원문공개 점검단 운영, 교육 등 정보목록 공개율 및 품질관리 제고

*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폭 상승(점) : (’19) 80.7 → (’20) 86.0 → (’21) 93.5

국민 수요분석, 정보 공개 담당자 증원,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등

직무중심 인력·채용 내실화 및 조직문화 소통 강화

직무특성별 채용전형 고도화, 직급별·유형별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정현원 관리체계 마련으로 역대 최고 수준 유지 : (’20) 96.6% → (’21) 100%

* CS, 산림복지아카데미․국가인재개발원특별강좌신설, 문체부독서경영우수기관인증(’00)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세대간 이해 제고를 위한 소통채널 활성화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5년 연속 인증 획득(’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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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요 지표로 본 최근 5개년 경영성과

구분 단위
추진실적

’17 ’18 ’19 ’20 ’21

국민

평가

고객만족도

(PCSI)
점 91.7 89.2 91.2 85.8 96.7

청렴도 평가 점 -
8.36

(3등급)

8.45

(3등급)

8.46

(3등급)

8.46

(3등급)

경영

평가

종합등급 등급 - B B B D

- 경영관리 등급 - C B B C

- 주요사업 등급 - B B B D

재무

성과

매출액 억 원 308 402 558 525 634

자산 억 원 529 530 568 564 566

부채 억 원 17 20 34 37 31

부채 비율  % 3.37 3.88 6.43 7.01 5.81

사업

성과

산림복지시설

이용인원
명 171,234 229,922 296,549 136,326 453,454

산림복지

시설 가동률
% 54.8 65.1 72.6 22.1 74.4

산림복지시설

온실가스 감축률
% - 32.3 39.4 47.9 48.6

산림복지 서비스

국가인증(누계)
건 21 33 52 75 96

산림복지

시설 운영(누계)
개소 7 9 14 15 16

산림복지사업 효과 

유의성
% 53.1 66.3 80.8 97.8 98.3

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
명 15,000 25,000 35,000 40,000 44,000

이용권(바우처)

사용률
% 70.9 82.9 85.4 90.9 97.7

서비스제공자

등록기관(누계)
건 123 145 190 229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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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추진실적

’17 ’18 ’19 ’20 ’21

사업

성과

산림복지 인지도 % - 36.4% 38.4 49.6 59.2

전문업 등록

업종(누계)
건 237 407 569 754 952

전문업 등록

인원(누계)
명 1,668 2,547 3,312 4,498 5,172

산림복지전문가

연수과정
회 17 21 39 73 120

산림복지전문가

연수인원
명 1,724 2,519 3,317 4,701 7,105

산림복지전문가

취득 인원(누계)
명 13,713 16,666 20,109 23,462 27,261

소외계층 1인당

녹지 면적
m3/인 6.46 6.55 6.71 7.34 8.23

나눔숲 조성

현황(누계)
ha 141.3 146.3 155.2 183.0 206.7

나눔길 조성

현황(누계)
km 20.4 36.3 54.1 75.0 93.0

산림복지

데이터 거래량
건 - - 306 1,748 4,757

동반성장 평가 점 - - - 68.5 73.1

경영

관리

성과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

점 - 23.1 52.0 83.0 78.6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점 - 10.0 85.5 91.3 96.1

정보공개 종합평가 점 - - 80.7 86.0 93.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점 - - 11.47 53.78 67.77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 - - A A B

자체감사활동 등급 - C C A B

자회사 운영실태 등급 - - - 미흡 우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 - - 우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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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최근 2개년 대외 수상 및 인증 현황

수상 및 우수사례 선정 현황

일 자 수상 내역 주 관

2021. 5. 코로나19 대응 심신회복 지원 공로 표창 보건복지부

2021. 5.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2021. 9.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10.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산림청

2021. 1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ESG보고서 부문 최우수 선정 LACP

2021. 12. 공공구매 유공 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21. 12. 2021년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상 산림청

2021. 12.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일자리위원회

2021. 12.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등 사회적가치 기여 표창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12. 산림치유 유공 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2021. 12. 지역사회 연계 협력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2021. 12. 녹색복지도시 조성 장관 표창 대전광역시

2021. 12. 산림교육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 장관 표창 교육부

2021. 12.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유공 청장 표창 산림청

2021. 12. 산림 일자리 창출 유공 청장 표창 산림청

2022. 4. 2022년 트라우마 치유주간 유공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2022. 4. 경북, 강원지역 산불 유공 청장 표창 산림청

2022. 5. 어린이 활동 진로체험 유공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2. 5.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2022. 6.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체험 유공 장관상 여성가족부

인증 현황

일 자 수상 내역 주 관

2021.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 11. 2021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2021. 11. 2021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 12. 2022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공정거래위원회

2022. 1. 2022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22. 6.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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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환경 분석

 가. PEST 분석(PEST)

정책환경

(Political)

§ (국정과제) 현 정부는 미래 지향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강조

§ (공공정책) 혁신 가이드 발표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조

§ (산림정책)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

§ (안전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안전관리등급제’ 등 관리 강조

경제환경

(Economical)

§ (경제동향)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코로나19,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 전망

§ (임업소득) 임업 GDP는 2020년 대비 0.09% 감소한 2조 3,639억 원 

수준이며, 농·어가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

§ (웰니스 산업) 한국은 웰니스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8위의 규모로, 특히,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파르며, 이에 대한 집중 투자 필요

사회환경

(Social)

§ (인구구조) 저출산 및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에 따라 노년 건강, 치매 

관리 등 국가 사회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사회문제) 압축성장, 경쟁사회 등으로 인해 자살률,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우울증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

§ (여가활동) 건강 관심과 숲의 면역력 증진 기능 확산으로 여가 트렌드가 

‘즐거움’, ‘스트레스 완화’, ‘건강관리’ 관점에서 숲을 찾는 횟수 증가

기술환경

(Techno-

logical)

§ (헬스케어) 세계 각국은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를 꼽으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앞장(미국, 독일, 일본 등)

§ (빅데이터) 데이터 3법에 따라 국내 시장은 연 10% 성장 추세이며, 

개인 주도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활용하는 ‘마이 데이터’ 활성화 예상

§ (산림ICT) 지속가능 산림경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 VR, IoT 

등을 활용한 신 개념 서비스 도입 추진

환경분석을 

통한 

시사점

✓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민간,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산림복지 융복합 서비스 확대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한 R&BD 역량 강화

✓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공유 방식의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ESG 기반 산림복지 서비스 및 산업 진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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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요인(Political)

(국정기조) 현 정부는 미래 지향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 현 정부 출범 이후 120대 국정과제 발표하였으며, 특히, 사회분야 최우선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으로 행복한 복지국가’로 설정

*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익·실용·공정·상식)

* 산림분야 연계 국정목표 :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공기관 정책) 고유 핵심사업 중심 개편으로「효율성·생산성」주문

-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 기존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에서 ‘서비스 안정화’,

‘고유사업 중심 개편’, ‘비핵심 업무 민간 이양’, ‘경영 효율화’ 강조

* (정부 3대 혁신과제) ➊ 생산성 제고 ➋ 관리체계 개편 ➌ 민간-공공 협력 강화

 (산림정책)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 이행 추진

- 국정과제 70-과 연계하여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지능형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세부 이행과제 선정

* (연계 정책) 제6차 산림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계획, 산림교육 활성화 계획 등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산림)’을 통해 산림 역할 강조

-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

정부-공공기관 역할 · 보유역량 강화 등 탄소중립을 통한 ESG 경영 실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로 설정(’17-’30 UN산림전략)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안전관리등급제’ 등 안전 강조

- 정부는 예방적 안전조치와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이행을

강조함에 따라 진흥원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역할 재정비 필요

* (경영책임자 의무) 목표, 방침, 전담조직, 위험성 평가, 예산편성, 위원회,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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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요인(Economical)

(경제 성장률) ‘세계 3.0%, G20 8.2%, 국내 2.8%’로 둔화 전망(OECD)

- (국외) 러-우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 (’20)△3.4→ (’21) 5.8→ (’22) 3.0→ (’23 예상) 2.2

* G20 평균 물가상승률(%) : (’20) 2.8→ (’21) 3.8→ (’22) 8.2→ (’23 예상) 6.6

- (국내) 거리두기 제한 해제에 따라 ‘서비스업’의 반등으로 일부 회복세이나,

1인당 민간 소비,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은 지속 하락 추세

* 한국경제 성장률(%) : (’20)△0.7→ (’21) 4.1→ (’22) 2.8→ (’23 예상) 2.2

(임업소득) 임업 GDP는 ’20년 대비 0.09% 감소한 2조 3,639억원(KOSIS)

- 임가 소득은 농․어가와 소득 격차 심화(농가의 79.8% 수준, 어가의 72.8% 수준)

* 임가 소득 : (’20) 37,105천원 → (’21) 38,133천원, 2.8% 증

* 어가 소득 : (’20) 53,187천원 → (’21) 52,392천원, △1.5%

- 2021년 말 임가 부채(’20년 대비 ’21년)는 5.6% 감소하고 있으며, 귀산촌

가구는 전년 대비 0.3% 소폭 증가함(산림청, 2021)

* 임가 부채 : (’20) 28,912천원 → (’21) 27,294천원

* 귀산촌 가구 : (’20) 46,665가구 → (’21) 46,347가구

(웰니스 관광시장) 한국은웰니스시장규모가94백억달러로세계8위규모

- 아시아 권역의 경우 신체 건강 관련 웰니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상품개발 집중 투자 필요

* ’22 웰니스 시장규모(백억달러) : 미국(1,216), 중국(683), 일본(304), 독일(224),

영국(158), 프랑스(133), 캐나다(95), 한국(94), 이탈리아(92) * GWI 조사 보고서

* 아시아 권역 분야별 시장규모 : 건강식품(326), 의학(295), 뷰티케어(276), 신체활동(247)

(산림가치)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화폐적 가치는 221조원(CAGR9%↑)

-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221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1.7%, 국민 1인당

428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휴양·치유는 9.4%(23.6조원) 수준

*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 추이(조원) : (’00) 50 → (’05) 65.9 → (’10) 109.0 → (’18) 221.2

* 기능별 평가액(조원) : 온실가스(75.6), 경관(28.4), 토사유출(23.5), 휴양(18.4), 치유(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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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요인(Social)

(인구 구조) 고령화로 향후 40년 뒤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44% 차지

- 저출산 및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년

건강과 사회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65세 이상 노인 수(만명) : (’10) 340 → (’20) 813 → (’50 예상) 1,901

* 노령화 지수(65세 인구 수 比 0∼14세 비율, %) : (’10) 68 → (’20) 119 → (’60 예상) 394

* 연령대별인구구성비(65세이상, %) : (’10) 10.8 → (’21) 16.5 → (’60 예상) 43.9 (통계청, ’21)

(치매관리)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

- ’20년 65세 이상 중 치매 유병률은 10.3%이고, 치매환자는 83.2만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50년에는 302만명(전체 노인의 15.9%)까지 증가 예측

* 치매로 인한 연 건강보험 진료비는 2.4조원 수준으로 ’15년 대비 1.6배 증가(’19)

(사회문제) 압축성장, 경쟁사회 심화 등 부작용으로 사회문제 발생

- 급격한 사회 발전에 따라 자살률,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우울증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비용 증가(’19 4.23조 →’20년4.46조)

* 한국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10만당 23.5명으로 OECD 평균(10.9)의 2.15배 수준임(OECD, 2022)

* 스마트폰과의존도는전체의 24.2% 수준, 이 중고위험군은 4.5%(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 코로나19 등으로 우울증 환자는 ’16년 대비 ’20년은 30% 증가(64.3만명→ 83.7만명), 불안장애

환자 ’16년 대비 ’20년 25% 증가(59.7만 명→ 74.7만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여가활동) 건강관심과숲의면역증진기능확산으로여가트렌드변화

- 국민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개인의 즐거움’, ‘마음 안정·휴식’, ‘스트레스

및 건광 관리’ 등으로 산, 근린공원, 캠핑장 등을 찾는 비율 증가 추세

* 국민 여가활동목적 : (1위) 개인즐거움 (2∼4위) 심신안정, 스트레스해소, 건강관리등

* 여가선호공간상위 10개중산림관련장소가 4개차지(산, 근린공원, 캠핑장, 테마파크등)

(거버넌스) 국정과제 이행 강화를 위해 민-관-공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산림복지 분야 내 경쟁이

아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 전달자로써 공공기관 역할 강화

* (협력기관) 산림청, 농림부, 임업진흥원, 수목원정원관리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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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국제동향) 세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

- 세계 각국은 사회문제 해결(인구구조 변화, 의료복지) 및 미래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꼽으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앞장

* (해외사례) (일본)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법 제정(’18), (독일) 의료의 디지털화 촉진법 제정(’19)

* 코로나 이후 유망 신산업: 1위 헬스케어(31.9%), 2위 교육(19.4%), 3위 AI(8.3%)(전경련, ‘20)

- 1960년대 병원 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원격진료(Tele-헬스)에서 e-헬스,

u-헬스 등을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으로 발전함(김기봉,한군희, ’20)

[헬스케어 트렌드 변화 및 특징]

구 분 Tele-헬스 e-헬스 u-헬스 smart-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IT 헬스

내용 원내 치료
디지털 병원,  
의료정보화

원격의료
만성질환자 관리

e-헬스/치료/예방
만성질환자 관리

e-헬스/맞춤형생활관리
치료/예방/복지/안전

스마트헬스+개인맞춤
치료/예방/복지/안전

제공
기관

병원 병원 병원, ICT 기업
병원,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기업

병원, ICT 기업, 
보험사,  스포츠기업 

등다양화

병원,ICT기업,
보험사, 서비스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이용자 의료인 의료인, 환자 의료인, 환자, 일반인의료인, 환자, 일반인의료인, 환자, 일반인
의료인,환자,일반인

정부,기업

시스템 병원운영
(HIS, PACS)

의무기록(EMR) 
웹사이트

건강기록(EHR) 
모니터링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맞춤형 서비스

IoT기반의
개인건강기록기반

맞춤형서비스,
빅데이터 , 인공지능

(Data 산업) 데이터 3법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 연 10% 이상 성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개인 주도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 활용하는 ‘마이 데이터’ 분야가 활성화 될 전망

*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백억원) : (’21) 2,147 → (’26 전망) 3,664 * 과기부

* 산림 빅데이터거래소를 통한 거래량(건) : (’19) 601 → (’20) 6,487 → (’21) 9,880 * 산림청

(산림 ICT) 산림 분야도 IoT,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 연계 강화

-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2030)인 ‘K-FOREST’ 추진계획을 통해

빅데이터, ICT, VR 등 기술을 도입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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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부역량(7S) 진단 및 인식조사

내부역량 진단

전략
(Strategy)

경영

목표

• 경영목표를 통해 진흥원의 비전(최고의 산림 복지기관) 등을

설명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하며, 대표성이 다소 부족

전략

체계

• 경영전략에 따른 실행과제의 정렬성은 인정되나, 다양한 사업

수행에 따른 조직역량 분산 및 사업별 자원배분 한계 발생

비전 및 핵심가치
(Shared Value)

미션/

비전

• 법적 근거에 따라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목적을 미션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산업 진흥 등 기관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지 못함

• 미션-비전-핵심가치-경영전략 등 가치체계가 일관성이 있으나, 

비전 중 ‘전문기관’은 성과 지향성에는 다소 부족

핵심

가치

• 일부 핵심가치가 대표성이 부재하고, 비전의 지향점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예: 자연감성, 윤리)

• 향후 사업영역 분야와 사회적가치 관점에서 핵심가치 재설정 필요

조직역량
(Skill)

• 직무 관련 직급별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우수 인재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ㆍ운영 

 * (직무) 산림교육, 치유, 레포츠, 재무회계 등 20개, (전문관) 연구, 보안, 감사 등 4개분야 

• 직급별 보직자 역량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직원을 리더로 양성 

조직운영체계
(System)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성과관리에 

대한 보상체계, 인식개선, 합리적 보수·인사 제도의 개선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이슈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전사 단위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적자원
(Staff)

• 신규 시설 및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설립초기 대비 정원 127% 증가

 - 정원(명) : (‘17) 210 →(‘18) 310 →(‘19) 405 →(‘20) 475 →(‘21∼‘22) 477

• 설립 이후 하위직급 중심의 채용으로 4급, 5급의 비율이 전체의 74.6%로 

업무 질적 저하, 고위직급의 책임권한 편중에 대한 우려 발생

조직구조
(Structure)

• 소속기관별 특성화ㆍ정체성 확립은 요구하되, 권한과 책임을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운영의 자율성, 경영의 유연성을 보장 

• 정원 477명 중 본원 근무자는 113명(23.7%), 소속기관 근무자는 364

명(76.3%)로 본원-소속기관간 효율적 기능 조정 및 역할 재정립 필요

조직문화
(Style)

• 공공기관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필요

• MZ세대 직원이 요구하는 경영방식(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정한 평가, 

능력에 대한 인정, 빠른 피드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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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VOC 조사

(조사목적) 전략 및 조직운영에 관한 직원들의 인식수준 조사

(설문문항) 7개 분야 총 30개 문항 * 대상: 진흥원 임직원

설문 분야 문항 수 질의 내용

전략(Strategy) 5 미션/비전인지도, 달성가능성/리스크, 자원배분 등

조직구조(Structure) 6 조직구조합리성, 권한위임체계, 책임권한, 업무량편차 등

조직역량(Skill) 4 역량확보, 경쟁력우위, 이해관계자협업, 외부평가 대응역량 등

인적자원(Staff) 4 직무가치인식, 전문성, 적절성, 교육기회제공 등

운영체계(System) 4 업무운영체계, 의사결정프로세스, 업무표준화정도 등

조직성향(Style) 4 리더십, 의사결정프로세스, 상하의견수렴, 신뢰관계 등

공유가치(Shared Value) 3 공유가치전파, 핵심가치인지, 가치실천의지

7S 분석

시사점

√ (전략체계) 新 정부의 정책기조,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

√ (인적자원) 중장기 HRD 전략 수립을 통해 경력설계, 교육훈련 고도화

√ (자원배분) FoWI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원 배분 필요

√ (공유가치) 체계 수립 시 전 구성원 참여, 가치체계 내재화 활동 필요

조사 항목별 설문결과, 주요 VOC 및 시사점

전략

(Strategy)

§ (설문결과) 대부분 구성원들이 現 전략체계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이 필요

§ (주요 VOC)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실행 컨트롤 타워 및 미래사업 부재,

현장 중심 인력배치 및 본원 인력 효율화, 전략-조직 Mapping 부재

§ (시사점) 신 정부에 맞는 전략체계 수립과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필요

전 직원 가치체계 내재화 필요, 전략과 연계한 자원배분 검토

조직구조

(Structure)

§ (설문결과) ‘부서 내 책임·권한 명확화’, ‘업무량 배분’ 등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 

§ (주요 VOC) 정부정책을 고려한 조직개편 필요, 부서간 명확한 역할·기능 

구분 미흡, 본원 중심의 조직 구조, 부서별 업무량 차이 발생

§ (시사점) 핵심사업 중심의 조직 개편, 효율적·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련, 

신규 및 강화기능 전담 조직 신설, 부서별 역할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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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역량

(Skill)

§ (설문결과) 기관 보유역량에 대해 직급간, 본원-소속기관간 인식 차이 발생

  * 하위직급이상위직급보다부정인식↑, 소속기관직원이본원직원보다부정인식↑

§ (주요 VOC) 20∼30대 등 신입직원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경험·역량 다소 미흡

현재 경영평가, 내부평가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 장애요인 발생

§ (시사점) 내부직원 급수별, 직무 유형별 세분화된 HRD 전략 수립 및 이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통·직무 역량교육 강화 및 중장기적 투자 필요

인적자원

(Staff)

§ (설문결과) 전반적 항목이 평균 이상이며, 본인 직무가치 인식이 높다고 응답함

  * 20∼30대비중이높아환경변화에대한적응력과대응속도, 신사업관심및참여도↑

§ (주요 VOC) 직무 이동 및 경력설계 부재, 직무를 고려한 인사 운영 부족

획일적인 연수 운영 및 결원에 따른 업무 과부하 해소 노력 필요

§ (시사점) 산림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단계별 교육훈련, 보직경로 

설계,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 인적자원 고도화 필요

조직운영체계

(System)

§ (설문결과) 모든 항목*이 긍정 비중 30%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음

  * 업무 수행 시스템(ERP), 의사결정 프로세스 명확화, 업무 매뉴얼, 성과관리체계 등

§ (주요 VOC) 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 · 내재화 부족, 인수인계 및 업무 

표준화 고도화 필요, 부서 간 업무분장 불명확 경우 다수 발생

§ (시사점) 기관 특성을 고려한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부서 간 업무 

명확화, 의사결정 효율화, 핵심사업 업무 중심 개편 등 조직혁신 필요

조직문화

(Style)

§ (설문결과) 상위-하위직급, 본원-소속기관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차이 발생

  * ‘의사결정노력’ 하위직급에서부정인식↑, ‘수평적의견수렴’ 소속기관에서부정인식↑

§ (주요 VOC)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이며,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 

관리 체계로 직원, 부서간 신뢰성 결여, 보직자 권한·책임 강화 필요

§ (시사점) 직급-직무별 차이로 인한 갈등, 오해 등 교육 및 사례 전파 강화, 직

원 소속감, 화합성 제고를 위한 활동 필요, 예산집행 투명성 보완 등

비전 및 

핵심가치

(Shared Value)

§ (설문조사) 기관의 비전, 목표 이해도, 실천노력 등 긍정적 인식이 높음

 * 다만, 직급간 인식 수준차이가 있으며,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다소 부정적 인식이 높음

§ (주요 VOC) 현재의 미션&비전이 핵심적인 가치로 이해하기엔 연계성이 부족, 

신입직원 비중이 높아 기관의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 활성화 필요

§ (시사점) 가치체계 재수립 시 핵심 고유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최소화, 각 부서·업무별 전략체계도(안) 수립 검토



유형 주요 니즈

가치

영향

산림청
• 국정과제(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제6차 산림

기본계획, 산림복지진흥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요구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창출 간의 균형 성장 필요

•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 개편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필요

국회 • 산림복지 향유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공공기관 공적 역할 강조

가치

협력

지방자치

단체

• 산림복지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및 상생협력 모델 기대

• 산림복지 지역인재 양성 및 특정지역 내 지역단위 클러스터화 추진

산림복지

전문업(가)

• 전문가 역량 강화,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진로 및 취업 설계 요구

• 전문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판로 구축, 사업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산촌)지역주민

임업인

• 산촌, 임업인 보유 자원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전통적 1·2차 

산업에서 서비스를 결합한 6차 산업 기대

기타 

정부부처

• 부처별 특정 정책수요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 발생을 기대하며 신규 협업사업을 지속 개발

공공/민간

기업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관별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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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관계자 분석

진흥원 이해관계자 유형별 대상분류 및 특징

구분 고객대상 유형 특징 FoWI 이해관계자 유형별 체계

가치

영향

산림청, 국회,
기획재정부 등

§진흥원 의사결정에
정책적 영향을 미침

가치

협력

지자체, 전문업
취약계층, 임업인,
공공/민간기업 등

§진흥원의 서비스의
생산 가치를 구매함

가치

공유

시설 이용객,
취약계층 등

§산림복지서비스 생산
가치를 누리는 고객

가치

창출

임직원,

자회사 등

§조직 상생 및
파트너십 관계자

이해관계자별 주요 니즈



유형 주요 니즈

연구ㆍ의료

기관

• 건강 예방의학 관점에서 산림복지 효과검증 연구, 산림복지 효과 향상 

연구 등 협력적 연구 파트너십 수요 증가

산림복지시설

운영자

• 시설 경영 안정화를 기대하는 국ㆍ공ㆍ사립 산림복지시설 대상 고품질 

서비스 컨설팅, 경영관리 지원(안전, ESG, 수익화 모델 발굴 등) 

스타트업ㆍ

벤처기업

• 기관에서 생산・수집하는 산림복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상품 개발 및 민간 산업화 견인 

협력사

• 산림복지 교구ㆍ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으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내 입점 식당 등이 해당됨

• 고품질 서비스 창출을 위한 상품ㆍ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추진

가치

공유

시설 이용객

(생애주기별)

출생기

• (대상) 임신부부 · 태아

• (효과) 출산 스트레스 저감, 정서 안정

• (이용서비스) 숲태교 서비스 / (장소) 치유원, 치유의숲

유아기

• (대상) 0∼5세 영유아

• (효과) 신체·정서 발달, 학습 참여도 및 사회정 증가

• (이용서비스) 숲 활동 / (장소) 유아숲체험원(대전·칠곡)

청소년기

• (대상) 6∼19세 초, 중, 고등학생

• (효과) 청소년 문제 예방, 사회, 도덕, 심신 능력 향상

• (이용서비스) 산림교육 / (장소) 숲체원

청년기

• (대상) 20∼39세, 성인

• (효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 (이용서비스) 산림레포츠, 숲관광 / (장소) 숲체원(춘천)

중ㆍ장년기

• (대상) 40∼64세 성인

• (효과) 중장년 심신 회복, 스트레스 저감, 면역력 증진

• (이용서비스) 산림휴양 / (장소) 치유원, 숲체원, 치유의숲

노년기

•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 (효과) 질병 관리,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가

• (이용서비스) 산림치유 / (장소) 치유원, 치유의숲

회년기

• (대상) 웰다잉 준비자, 추모가족

• (효과) 산림훼손 최소환, 장묘문화 인식 개선

• (이용서비스) 수목장림 서비스 / (장소) 추모원

취약계층
•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산림복지 향유 기회 제공

• 사회복지시설, 학교법인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대상 녹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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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복지 관련 국정과제 및 정부 중장기 계획

 가.  국정과제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개요

(방향) 현 정부의 미래지향성(과학기술, 창의교육, 청년 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 6대 국정목표, 23대 국정약속, 120대 국정과제 선정

- 산림 분야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70-)
※ (참고) 국정과제 체계도

국가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6대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 

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3대

국정

전략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

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

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

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

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 살고 싶은 농산

어촌을 만들

겠습니다.

⑭ 과학기술이 선도

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

내겠습니다.

⑯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청년의 꿈을 응원

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⑱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평화의 한반도

를 만들겠습니다.

⑲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⑳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㉑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㉒혁신성장기반 강화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㉓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5개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9개 과제 18개 과제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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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부 산림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

우리나라는 황폐화된 산림을 ‘완전 녹화’ 이후 국민들에게 산림

인프라를 활용한 산림휴양, 교육, 치유, 레포츠 등 서비스를 제공

또한,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대응,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

등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

구분 진흥원 사업과 연관된 정책

제6차 산림

기본계획

(2018∼2022)

,

기본

방향

§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 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산림을 활용한 정책 방향 설정

연계

정책

과제

 전략과제 4.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①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② 산림복지서비스 저변확대

③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 품질 향상

④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⑤ 산림치유 서비스 효과성 향상

 * 산림복지 수혜 인구 비율 : (’22) 50% → (’37) 100%

 전략과제 2. 산림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⑥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목표 : (’22) 6만개 → (’37) 7만개

산림복지

진흥계획

(2018∼2022년)

,

기본

방향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체계를 근간으로 산림복지 산업화

§ 산림의 생태적 이용 및 보전을 원칙으로 산림복지 지속성 유지

연계

정책

과제

 목표 1. 숲에서 유아·청소년의 몸과 마음 강화

①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② 산림교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협업 네트워크 강화

 * 협업 산림교육 확대 : (’22년까지) 80천명

 목표 2. 숲이 국민들의 체험·여가공간으로 조성

①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 숲길조성 및 정비 : (’22년까지) 22,27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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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흥원 사업과 연관된 정책

 목표 3. 숲에서 산림치유, 산림휴양을 통해 안식 제공

①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② 국민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제공

③ 수목장림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장례문화 선도

 * 산림복지지단지 조성 : (’22년까지) 5개소연계

정책

과제

산림복지

진흥계획

(2018∼2022년)
 목표 5. 산림복지 체감 및 일자리 창출 제고

① 산림복지서비스 전문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산업화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 (’22년까지) 460건

 목표 6. 차별없이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① 산림복지시설의 접근성 개선

②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서비스제공자(바우처 가맹점) : (’22년까지) 180개 업체

한국현 산림

뉴딜 전략

(2020∼2030)

,

기본

방향

§ 코로나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 위기를 디지털, 

비대면 기술과 연계하여 위기 대응

연계

정책

과제

①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② 도심권 숲을 활용한 생활 속 면역력 증진

③ 산림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 및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

(2022∼2027)

,

기본

방향

§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

§ 산림의 경제적 · 환경적 · 사회 문화적 기능 극대화

연계

정책

과제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②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③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산림)

(2021∼2050)

,

기본

방향

§ 자연기반 해법, 숲과 나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연계
정책
과제

①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② 산림 탄소흡수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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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흥원 경영전략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 발전 달성을 위해 빈곤, 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경제성장 등 17개 지표를 채택

- 한국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음(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등)

UN SDGs 진흥원 연계 과제 UN SDGs 진흥원 연계 과제 

• (키워드) 사회안전망 강화

• (과 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제공(연 45만 명)

• (키워드) 산업 육성

• (과 제) 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산업 육성, 
지역 건점 복지시설 조성

• (키워드) 심신 건강관리

• (과 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각종 사회문제 
완화 기여(연 20만 명)

• (키워드) 불평등 해소

• (과 제) 장애인, 고졸 등 
사회 형평적 채용 강화, 
임직원 인권경영 강화

• (키워드) 교육, 평생학습

• (과 제)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전문업 종사자 대상 
직무연수 운영(연 7천명)

• (키워드) 녹지공간, 시민참여

• (과 제) 나눔숲·길 조성으로 
녹색인프라 확대, 시민 참여 
협의체로 지역문제 해결

• (키워드) 양성평등

• (과 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성차별 요소 개선

• (키워드) 기후변화 대응

• (과 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노력 강화,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용 등

• (키워드) 친환경 에너지

• (과 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나눔숲/길 조성, 목구조 
종합교육센터 조성

• (키워드) 생물 다양성

• (과 제) 친환경 수목장림 
조성, 기업 연계 산림녹화 
ESG 경영활동 확대

• (키워드) 일자리 창출

• (과 제) 전문업 창업 주기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5천명), 
민간산업 육성 사업 등

• (키워드) 반부패, 신뢰도

• (과 제)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이행, 기관 보유 
데이터 및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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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생산성·효율성)

 (목 적)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시(’22. 7. 29.)

(추진방향)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기능조정) 핵심기능 중심 재편을 통한 조직·인력 정비

-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축소,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과도한 간부직 축소,

관리체계 광역화, 지원인력 적정수준 조정, 유사업무 수행 직위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예산 효율화)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

-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정비, 공공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경상경비 절감

 (자산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국민 눈높이 비해 과도한 수준 정비

-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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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영목표 체계 

1  추진배경 및 방향

 가.   추진 배경

(근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향후 5개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매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10.31.)

(목적) 급변하는 경제·사회·정부정책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현 전략

체계의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영전략 개선

 나.   추진 방향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정책변화 등 주요 이슈 반영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효율성 강화 기조를 반영하여, 기능·

조직 재편, 예산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등 신규과제 반영

안전·윤리·청렴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ESG 경영, 공공

데이터 활용 민간 성장 지원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과제 반영

 경영평가 주요사업 조정을 위한 전략체계 재수립

국정과제, 진흥원 고유사업, 환경변화 및 이해관계자 분석,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요사업 체계 조정

* (’21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장기 경영목표와 주요 과제와의 연계성 부족

 경영전략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영목표 조정

사업 효율성 지표를 반영하고, 기존 단일지표에서 복합지표(지수화)로

변경하는 등 전략과제별 성과관리 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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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션・비전 · 핵심가치

(미션) 설립목적과 일치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

설립 근거법령상 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업무를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고객 관점에서 재해석·구체화하여 도출

설립목적 § [산림복지법 제49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 활성화

주요업무
§ [동법 제53조 및 정관 등]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산림환경 기능 증진 사업,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 이용권 사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등

경영환경

§ [정책]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강조, 탄소중립, ESG경영, 민간지원 강화, 

§ [대외] 경제 회복 추세이나, 국내외 위험요소 및 불확신성 지속 발생

§ [대내] 서비스 관련 법적 지위 보유, 전국 17개 시설 및 인적 인프라 보유 등

§ [고객] 투명, 윤리경영 기반하에 차별화 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요구

기 존 “포용적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

변경 안 “산림복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건강한 미래”

변경

의미

§ [따뜻한 동행 의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국민 편익을 강화하겠다는 기관의 미래상 반영

§ [건강한 미래 의미] 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업진흥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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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변경) 미션 달성을 위한 신 정부의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고,

기존 비전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

기 존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

변경 안 “산림복지❶와 공공의 가치를 연결하는❷ 국민행복 동반자❸”

❶ 산림복지와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녹색 인프라 

조성, 동반성장 지원, 4차산업 연계 기술지원 등

❷ 공공의 가치를 연결하는
§ 공공의 가치란 現 정부의 핵심 분야인 ‘민간 혁신 

성장’ 분야와 ESG 경영, 서비스 혁신 등 포함

❸ 국민행복 동반자
§ 대국민 소통·공감과 지속가능성 실현 및 투명

·신뢰 경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

(핵심가치▶변경) ‘고객전달 가치’, ‘역량 가치’, ‘조직이념 가치’ 등

공공기관의 가져야 할 핵심가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재설정

* 기존 핵심가치 중 ‘자연감성’, ‘윤리’는 대표성·지향점·전략 연계성 부족

핵심가치
(기존)

안전 자연감성 존중 혁신 윤리

(변경)

핵심가치 전문성 실용 혁신(유지) 책임

新 핵심가치 정의

  

핵심가치 주요 의미 및 지향점

❶ 전문성  
• 국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 선도

❷ 실용 
• 이해관계자 니즈분석 및 타 분야와의 협업·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❸ 혁신
• 수요자 중심 사업과 창의적·도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미래 이슈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❹ 책임 
•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및 지속가능 경영체계의 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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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목표 체계

(경영목표) 가치체계 정렬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제고’와 ‘지속

가능 책임 경영 정착’의 지향점과 4개의 신 경영목표 재설정

미션 비전 가치 지향점 경영목표

산림복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산림복지와 
공공의 가치를 

연결하는

전문
국민체감
성과제고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존중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0점

모두가 
건강한 미래

국민행복 
동반자

혁신 지속가능 
책임경영 

정책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최우수

실용 진흥원 혁신 지수(95점)

(경영목표) 전략방향을 대표하는 기존 단일 지표를 복합 지표로

지수화하여, 전략 및 실행과제별 성과관리의 이행 강화

전략방향 경영목포 전략목표(26년) 주요내용

국민 체감형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o ’27년까지 지수 최우수(98.1점) 목표

’21 ’22 ’23 ’24 ’25 ’26 ’27

97.2 97.4 97.6 97.7 97.8 98.0 98.1

- 인증 PG 이용객

- 효익성 점수

- 효과성 향상 성과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90점

o ’27년까지 지수 90점 목표

’21 ’22 ’23 ’24 ’25 ’26 ’27

82.4 83.5 84.7 85.8 87.1 88.4 90.2

- 전문가 연수 성과

- 민간 서비스 만족도

- 민간 인증 PG 비율

- 동반성장 평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 

복지환경 조성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최우수

o ’27년까지 지수 최우수(100점) 목표

’21 ’22 ’23 ’24 ’25 ’26 ’27

98.6 98.6 98.7 98.8 98.9 98.9 99.0

- 안전사고 발생 점수

- 중재대해 발생 점수

-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 시설환경 만족도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혁신경영 

정착

진흥원 혁신 
지수(95점)

o ’27년까지 지수 95.0점 목표

’21 ’22 ’23 ’24 ’25 ’26 ’27

83.7 87.4 89.2 90.6 92.0 93.2 95.0

- 종합 청렴도

- 혁신계획 이행률

- ESG 종합지수

- 내부만족도

- 가치체계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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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별 세부 내용

(1)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수

(기존) 산림복지 효과성 100% → (개선)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등급

(개요) 진흥원 고유사업 강화를 통해 이용객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및 프로그램 효과 유의성 향상 성과를 평가

(목표) 2027년까지 지수 98.5점 이상(최우수 등급) 달성

(성과지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수

- 상세지표 : ❶ 인증 프로그램 이용객 수 ❷ 서비스제공효익성점수

❸ 산림복지효과성향상성과

- 산출방식 : (❶달성도 x 30%) + (❷달성도 x 35%) + (❸달성도 x 35%)

※ 연도별 목표치(예상)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27

❶ 인증 프로그램 이용객 수(명) 5,147 7,931 8,587 13,577 19,193 29,121 44,813 70,492

❷ 서비스 제공 효익성 점수(점) 결측 93.8 94.1 94.4 94.7 94.9 95.2 95.4

❸ 산림복지 효과성 향상 성과(%) 97.8 98.3 98.5 98.6 98.8 98.9 99.0 99.1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수(점) - 97.2 97.4 97.6 97.7 97.8 98.0 98.1

* ❶인증 프로그램 수혜인원은 산림청, 환경부, 여가부 등 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연인원 산정하며,

프로그램 질적관리를 위해 도전적 목표 설정(2-편차)

* ❷효익성 지수는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결과 중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 효익성

지수를 반영하며, ’27년까지 최고등급(95점 이상) 달성을 위해 연평균 5% 개선도 설정

* ❸진흥원 시설에서 동일 산림복지 프로그램 참여자(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상태 변화

측정 검사지를 활용하여 검사한 수를 측정 (산식: 효과 유의성 검증 사업 수 ÷ 검사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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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기존) 산림복지 일자리 2배 → (개선)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90점

(개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확대, 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민간역량 및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목표) 2027년까지 지수 90점 달성

(성과지표)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 상세지표 : ❶ 전문가 연수과정 효율성 ❷ 민간 서비스 만족도

❸ 민간 인증 프로그램 보유 비율 ❹ 동반성장 평가 점수

- 산출방식 : (❶달성도 x 20%) + (❷달성도 x 30%) + (❸달성도 x 20%) +

(❹달성도 x 30%)

※ 연도별 목표치(예상)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27

❶ 전문가 연수 과정 성과 4,701 7,105 10,88914,20018,30025,00032,70042,500

❷ 민간 서비스 만족도(점) 84.7 89.6 90.6 91.6 92.4 93.2 93.9 94.5

❸ 민간 인증

프로그램 비율

a. 전문업 등록(건) 426 522 581 610 640 672 706 741

b. 인증 프로그램(개) 71 89 98 105 112 121 133 150

실적치(a/b) 0.167 0.170 0.169 0.172 0.175 0.180 0.188 0.202

❹ 동반성장평가 점수(점) 68.5 73.1 75.8 78.2 80.4 82.4 84.1 85.7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점) 79.3 82.4 83.5 84.7 85.8 87.1 88.4 90.2

* ❶종사자 연수과정 수료인원은 진흥원에서 개설된 과정에 참여한 인원 수를 말함(2-편차)

* ❷민간 서비스 만족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재정사업 만족도 결과를 활용하며, 1) 국립 자연

휴양림 숲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2) 산림교육 만족도, 3) 산림치유 만족도, 4) 숲태교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적용 (개선도 10% 적용)

* ❸ 전문업은「산림복지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누계) 건수이며, 2030년까지 인증

프로그램 보유 비율 25% 달성을 위해 전문업(7.3%), 인증 프로그램(9.1%) 추세치 반영

* ❹동반성장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평가 점수를 반영 (개선도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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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기존) 안전사고 및 탄소배출 제로 → (개선)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최우수 등급

◦ (개요) 사회적 배려계층 거주지역 내 나눔숲, 나눔길 등 조성을

통해 1인당 녹지면적 개선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 평가

◦ (목표) 2027년까지 지수 최우수 등급(100점) 유지

◦ (성과지표)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 상세지표 : ❶ 안전사고 발생 점수 ❷ 중대재해 발생 점수

❸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❹ 시설 환경 만족도

- 산출방식 : (❶달성도 x 25%) + (❷달성도 x 25%) + (❸달성도 x 25%)

+ (❹달성도 x 25%)

※ 연도별 목표치(예상)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27

❶ 안전사고 발생 점수(점) 9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❷ 중대재해 발생 점수(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❸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m2/인) 7.34 8.23 9.05 9.96 10.95 12.05 13.25 14.58

❹ 시설 환경 만족도 90.8 94.2 94.5 94.8 95.0 95.5 95.7 95.9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점) 97.0 98.6 98.6 98.7 98.8 98.9 98.9 99.0

* ❶, ❷안전사고및중대재해발생점수는서비스이용중발생한안전관리실적을측정함으로서기본점수

100점에서사망사고(40점), 중상(15점), 경상(3점), 기타(2점, 과거 5개년보험금지급금액미만)로계산

* ❸취약계층 1인당 녹직면적(m2/인) 산식 = 나눔숲 조성면적(m3)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

* ❹산림복지시설 방문객, 숲체험교육 사업 참여자 대상 시설 환경 만족도 조사 값 설정(5%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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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흥원(FoWI) 혁신 지수

(기존) 포이지속가능지수 → (개선) FoWI 혁신 지수 95점

청렴도, PCSI, 내부 만족도
청렴도, 혁신계획 이행률, ESG 지수,

 내부만족도, 가치체계 내재화 점수

(개요) 정부정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경영

이행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성을 지닌 핵심지표로 지수화

(목표) 2027년까지 지수 95점 이상 달성

(성과지표) 진흥원(FoWI) 혁신 지수

- 상세지표 : ❶ 종합 청렴도 ❷ 혁신계획 이행률 ❸ ESG 종합지수

❹ 내부 만족도 ❺ 가치체계 내재화 점수

- 산출방식 : (❶달성도 x 20%) + (❷달성도 x 20%) + (❸달성도 x 20%) +

(❹달성도 x 20%) + (❺달성도 x 20%)

※ 연도별 목표치(예상)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27

❶ 종합 청렴도(점) 8.46 8.46 8.46 8.61 8.75 8.88 9.09 9.18

❷ 혁신계획 이행률(%) - - 100% 100% 100% 100% 100% 100%

❸ ESG 종합 지수(점) - 85.0 87.3 89.2 90.8 92.2 93.3 95.0

❹ 내부 만족도(점) - 81.3 79.0 82.2 84.83 87.1 89.0 90.7

❺ 가치체계 내재화 점수(점) 80.1 83.8 86.2 88.3 90.1 91.5 92.8 93.9

FoWI 혁신 지수(점) 82.4 83.7 87.4 89.2 90.6 92.0 93.2 95.0

* ❶ 종합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외부·내부 청렴도를 종합한 점수 반영

* ❷혁신계획 이행률은 ’22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라 자체 수립된 과제의 이행률을 측정

* ❸ ESG 종합 지수는 환경(온실가스 감축, 보행약자 접근성, 녹잭제품 구매), 사회(개인정보,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민관협력), 거버넌스(기관 전체 PCSI, 이사회 활성화율) 등 반영

* ❹내부만족도는 인사·양성평등·교육훈련·노사협력·일생활균형 등 5가지 항목의 평균값 반영

* ❺가치체계 내재화 점수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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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S1. 산림복지 전문역량· 인프라 확보

S2. 진흥원 시설 방문객 및 효과성 증가

S3. 산림복지 소외계층 사업 지속 확대

S4. 고유사업 중심 직무 및 인력운영

S5. 질적성장 대응을 위한 다변화 의지

W1. 기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

W2. 민간성장 지원 재원 및 시스템 부족

W3. 사업 및 경영관리 시스템 미흡

W4. 성과 기반 R&D 및 사업화 역량 부족

W5. 소속기관, 신규직원 확대로 안전인식 부족

기회(Opportunity) SO 전략 WO 전략

O1. 민간-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O2. 산림복지 정책지원 지속 확대

O3. 공공기관 동반성장 책임 역할 요구

O4. 산림복지서비스 국민 관심·수요 증가

O5. 각종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산림 각광

SO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SO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SO3.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류 확대

WO1.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개선

WO2.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WO3. 민관 협력 기반의 R&BD 활성화

위협(Threat) ST 전략 WT 전략

T1. 비핵심가업 기능 조정 및 책임경영 필요

T2. 코로나 장기화로 고객 구매력 감소

T3. 환경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가

T4. 유관기관 기능중복으로 영역 확장 한계 

T5. 윤리, 청렴, 4차산업 연계 혁신 요구

ST1. 사회적 배려계층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ST2.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ST3. 안전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WT1. 미래 수용 대응의 자율·혁신 강화

WT2.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WT3. 국민 신뢰의 책임·투명 경영 정착

전략
방향

Ⅰ.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Ⅱ.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Ⅲ.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복지 
환경 조성

Ⅳ.공공가치 선도의 
책임 및 혁신 
경영 정착

전략
과제

□1  국민 맞춤형 산림

교육 다양화

□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
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류확대

□7  안전 통합 관리

체계 고도화

□10 미래수요 대응의

자율·혁신 강화

□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5 산림복지전문업의 

성장지원 내실화

□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개선

□11 국민신뢰의 책임·

투명 경영 정착

□3 사회 배려계층 산림

복지 서비스 강화

□6 민관 협력 기반의 

R&BD 활성화

□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12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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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개선)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재원 확대 불가 방침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기관의 핵심사업 중심의 기능 고도화·재정비 필요

(전략방향-)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ESG경영 등 주요 정책기조에 따라 이와

연계된 산림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실행과제 추가(-1)
- 코로나 등 감염병 및 건강관리 관심 증대에 따라 산림치유 과제 유지(-2)
- 사회적배려계층에대한지원사업을한단계상향하여전략과제로설정(-3)

(전략방향-)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산촌, 임업, 지역과의 산림복지 연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

성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상생 및 지역발전 로드맵 구체화(-1)
- 양적·질적 일자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업 성장지원 과제 유지(-2)
- 데이터 기반의 비스니스 모델 창출 등 민간성장 지원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사업화 관점으로 과제를 반영(-3)

(전략방향-)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복지 환경 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안전관리등급제’ 등 정부 안전정책기조유지(-1)
- 기존 모호성이 있는 전략과제 통합(시설 건강성 증진-녹색공간 과제)(-2)
-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및 스마트 헬스케어 R&D 사업 마무리에 따라

이용객 대상 상용화 과제 반영(-3)

(전략방향-)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 및 혁신경영 정착

- 정부 주요정책인 효율성, 고유 서비스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ESG 경영 내실화 과제 반영(-1)
- 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 및 보수체계 개편 과제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신뢰 확보를 위해 윤리, 정보보안, 정보공개 등 과제 강화(-2)
- 하위 직급 중심 조직구조, 본원-소속기관간 인식 차이 발생, 기관

전략 체계 내재화 부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 유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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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략과제(2022-2026)과 변경 전략과제(2023-2027) 안

구분 기존(2022∼2026) 변경 안(2023∼2027)

전략

과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고도화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1. 대상별 최적의 산림교육 제공
 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개선]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계 산림교육 콘텐츠 적용(신규)

 2. 건강 증진 기반 산림치유 활성화  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유지]

 3. 현장중심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3.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강화 [상향]

 민간 산림복지 전달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4. 산촌·임업·지역의 산림복지 연계 확대
 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류 확대 [개선]

 5. 전문업의 성장 지원 내실화  5.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유지]

 6. 산림복지-정보기술 서비스 융합·확산  6. 민·관 협력기반의 R&BD 활성화 [개선]

 안전한 녹색인프라 구축 확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복지 환경 조성

 7. 안전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7. 안전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유지]

 8. 산림복지시설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 및 개선 [통합]

 9. 지역사회 탄소 저감 녹색공간 확대  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개선]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 및 혁신경영 정착

 10. 공감하고 신뢰 받는 윤리경영 실현  10. 효율성·ESG 등 자율·혁신 강화 [신규]

 11. 유연하고 혁신적 조직문화 구현  11. 국민신뢰의 책임·투명 경영 정착 [유지]

 12. 자원·성과관리 체계의 합리적 운영  12.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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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4대 방향 12개 전략과제 37개 실행과제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개선]

①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②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③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유지]

①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만성질환, 치매, 환경성질환 등)

②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③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3.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강화

[상향]

①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② 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류 확대

[개선]

①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②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③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

 5.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유지]

①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② 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창업·사업화)

③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6. 민·관 협력 기반의 

R&BD 활성화

[개선]

①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②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③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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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방향 12개 전략과제 37개 실행과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복지 환경 

조성

 7. 안전 통합 관리

체계 고도화 

[유지]

①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영 체계 확립

②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③ 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 및 개선

[통합]

①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확대

②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

③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개선]

①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케어 활성화 

②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③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 및 

혁신경영 정착

 10. 효율성·ESG 등 

자율·혁신 강화 

[개선]

①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②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③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정성 제고

④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11. 국민신뢰의 

책임·투명 경영 

정착 [유지]

①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② 성과·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③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④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12. 유연하고 협력

적인 조직문화 

구현 [개선]

①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② 존중,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③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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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장기(2023-2027) 전략 체계도

미션 산림복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건강한 미래

비전 산림복지와 공공의 가치를 연결하는 국민행복 동반자

핵심가치 전문성 실용 혁신 책임

          

경영

목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등급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90점 이상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최우수 등급

진흥원 혁신 지수

95점 이상

          

전략

방향

국민 체감형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 

복지환경 조성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혁신경영 정착

전략

과제

□1  국민 맞춤형 산림

교육 다양화

□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류 확대

□7  안전 통합 관리

체계 고도화

□10 미래수요 대응의

자율·혁신 강화

□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5 산림복지전문업의 

성장지원 내실화

□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개선

□11 국민신뢰의 책임·

투명 경영 정착

□3 사회 배려계층 산림

복지 서비스 강화

□6 민관 협력 기반의 

R&BD 활성화

□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12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실행

과제

생애주기별 수요자 

교육 등 8개 과제

6차 산업 연계형 지역 

활성화 등 9개 과제

생활권 녹지환경 

조성 등 9개 과제

생산성·효율성 제고 

혁신과제 이행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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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방향 Ⅰ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전략방향 개요 

 추진현황 

유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ESG 등 정책적으로 국민적

실천이 필요한 이슈를 연계해 산림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운영 중

여가 활동 트렌드 변화, 건강 및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산림치유 서비스 수요 증가

진흥원은 복권기금(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중

 추진 필요성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위해 국민의 인식제고 및 실천이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전달체계 필요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 지속 확대 필요

 추진방향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감성 함양 및 탄소중립 실천 등을

주제로 맞춤형 산림교육 개발·운영 활성화

사회환경성질환완화, 스트레스관리, 건강증진등을위한산림치유확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발급 및 숲체험교육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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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I-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1-①) 생애주기별주요이슈를반영한수요자중심산림교육제공

자연감성 증진을 위한 유아숲교육 콘텐츠 및 전달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정책 연계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교육 일상화를 위한 성인 대상 산림교육 제공기반 마련

(실행과제 1-②)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학교 탄소중립 숲교육의 안착을 위한 교육정책·교과 연계 추진

탄소중립 숲교육의 다양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완

탄소중립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실행과제 1-③)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림교육서비스 역량 강화

고품질 산림교육 제공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산림교육서비스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공체계 개선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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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3년도 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누리과정 연계성을 강화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산림분야 직업체험 기회 확대

* 한국임업진흥원(산림실용기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수목유전자원 보전) 등 협업

성인 대상 주제선택형 산림분야 직무연수 커리큘럼 기획·운영

* 대상 : 학교 교원연수,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 직업훈련, 일반인 대상 교양교육 등

제도 밖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확대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신규 지정 된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대상 탄소중립 숲교육 제공

초·중·고등 교육과정 연계한 탄소중립 산림교육 표본·지침 마련

산림교육센터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 및 제공체계 고도화

콘텐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과 공동개발 추진

탄소중립 숲교육 제공방식 다양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산림교육센터 방문형, 찾아가는 숲교육, 온라인 영상교육, 활동지 배부 등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상품성, 적합성, 운영 효과성 고려한 산림교육 표준운영 모델 정립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간소화·효율화

* 인증 프로그램별 활용 빈도 분석 등을 통한 통·폐합 등 정리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ESD) 인증 취득(2건)

산림교육 표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전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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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누리과정 연계성을 강화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산림분야 직업체험 기회 확대

* 한국임업진흥원(산림실용기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수목유전자원 보전) 등 협업

성인 대상 주제선택형 산림분야 직무연수 커리큘럼 기획·운영

* 대상 : 학교 교원연수,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 직업훈련, 일반인 대상 교양교육 등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신규 지정 된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대상 탄소중립 숲교육 제공

산림교육센터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 및 제공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숲교육 제공방식 다양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산림교육센터 방문형, 찾아가는 숲교육, 온라인 영상교육, 활동지 배부 등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간소화·효율화

* 인증 프로그램별 활용 빈도 분석 등을 통한 통·폐합 등 정리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ESD) 인증 취득(2건)

산림교육 표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전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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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자연감성 증진 유아숲교육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협력채널 개설

* 자연감성 증진 주제 지역포럼, 워크숍 등 운영으로 지속적 논의구조 마련

제도밖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산림분야 진로교육 정식 운영

* (‘21) 사업계획 수립 → (’22∼’23) 시범운영 추진·보완 → (‘24) 정식사업 추진

성인의 산림지식 함양을 돕는 산림분야 교양교육 표준안 제시

* 주제 : 가로수 구별법, 반려식물 키우기,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풀 알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학교교사를 위한 수업용 탄소중립 숲교육 교보재 발간·보급

정규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3종→5종)

* 정규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 : 산림청·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개발 프로그램

탄소중립교육을 제공하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산림청, 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산하기관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 대상자별 홍보·모집 활성화

* 시기·유형·이용자 특성에 따른 테마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산림교육을 특수학교 정규 체험학습으로 도입 추진

* 협의체 구성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국립특수교육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 운영실무자 과정’ 정식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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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5년도 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자연감성 증진 효과를 위한 “매일형” 숲유치원 운영 활성화

* (기존) 주1회 또는 일회성의 정기․수시형 → (개선) 계절별 매일형_1～2달간

청소년 유형별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육부 연계 지원사업 강화

* 장애청소년(자기표현 훈련), 위기청소년(대인관계 증진), 학령기 아동(가족 소통력 향상)

권역별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연계 산림교육 운영

* 지역별 주민 특성이 반영된 평생학습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전문플랫폼 입지 확보를 위한 진흥원 탄소중립 숲교육 브랜드화

* 사업 네이밍, 고유 콘텐츠 및 사업체계 설계, 프로그램 역량교육 및 홍보 등

정규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5종→7종)

탄소중립교육 협의체의 통합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운영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시·공간 제약 해소 산림교육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ESD) 재인증 추진

* ’ 22년 인증 프로젝트 2건(바우처 연계 산림교육, 특수교육 연계 산림교육)

산림교육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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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유아숲교육 전문가 현황진단을 통해 프로그램 재편

보호종료아동 대상 산림분야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 추진체계 : ① 진로상담 멘토링 → ② 자격증 취득지원 → ③ 산림분야 직업체험

정부 플랫폼을 활용한 평생교육 연계 산림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활용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산림교육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출허 검토

* 콘텐츠 : 가족 간 소통 활성화, 청소년 진로탐색, 장애청소년 인지력 향상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및 일반성인을 위한 탄소중립 숲교육 강화

탄소중립 숲교육 서포터즈 구성 및 기후행동 캠페인 활성화

* 활동 예시 : 청소년 저탄소 산림캠프(나무심기, 목재용품 제작·사용, 숲 가치체험 등)

수혜자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 숲교육 체험교구 대여서비스 운영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산림교육 서비스 불편사항 진단 및 품질 개선 컨설팅 추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ESD) 인증 취득(4건)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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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산림교육 제공

자연감성 증진 유아숲교육 운영·효과분석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대상) 유아숲교육업 등록 전문업, 국․공․사립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사업 추진

* 멘토(자립한 보호종료아동)와 멘티(보호대상아동) 연결 등 지원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산림교육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출허

* 콘텐츠 : 가족 간 소통 활성화, 청소년 진로탐색, 장애청소년 인지력 향상

산림교육센터-평생교육기관 협업을 통한 관련 콘텐츠 보급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교육 사업 확대

온라인 탄소중립 숲교육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활용

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나무심기 콘텐츠 활성화

* 대상맞춤형 나무심기 주제 설정(청소년 꿈나무, 신혼부부 희망나무 심기 등)

목재 생활용품 제작·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 탄소중립 교육 시 활용 및 배포(환경부 저탄소배출 인증 취득 추진)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안정성 확보

진흥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종합 매뉴얼 제작·배포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상향평준화를 위한 민간 대상 역량교육 강화

* 산림교육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제안서 작성기법, 프로그램 진행스킬 등

산림교육센터 품질 인증시스템(ISO 9001) 인증취득 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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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Ⅰ-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공통)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조사예정 97.6점 97.7점 97.8점 98.0점 98.1점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실적
<신규> 조사예정  • ’22년 실적 대비 10% 상향

탄소중립 숲교육

운영실적
<신규> 조사예정  • ’22년 실적 대비 10% 상향

산림교육서비스 

품질 개선도
<신규> 조사예정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5% 적용

고객만족도

(PCSI)
93.0점 조사예정 93.7점 94.3점 94.9점 95.4점 95.8점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Ⅰ-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공통)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 ❶ 인증 프로그램 이용객 수(30%) ❷ 서비스 제공 효익성 

점수(35%) ❸ 산림복지 효과성 향상 성과(25%)

• 상세내용 p. 30 참고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실적
<신규>

• ’22년 실적 대비 10% 상향

 * 진흥원 내부현황 기초자료 산림교육 수혜인원 

탄소중립 숲교육

운영실적
<신규>

• ’22년 실적 대비 10% 상향

 * 탄소중립 숲교육 수혜인원 

산림교육서비스 

품질개선도
<신규>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5% 적용

 * (인증 프로그램 수혜인원 x 0.8)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효익성 지수 평점 × 0.2) 

고객만족도

(PCSI)
93.7점

• ’22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고객만족도(PCSI) 결과는 익년도 6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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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I-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2-①)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생활습관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형 성인 건강관리체계 개발·도입

고령사회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돕는 일상 속 산림치유 제공

정신건강관리, 환경성질환 완화를 위한 회복력 강화 사업 확대 운영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 효과 증대 및 연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산림치유 인프라를 활용한 예방관리 선도를 위한 연구 추진

(실행과제 2-②)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치유사업 확대 제공

재난 유형별 피해자의 우울·불안감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운영

국가재난 대응 인력 대상 소진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코로나 우울, 자살가족 및 PTSD 극복을 위한 효과검증 연구(지속)

(실행과제 2-③)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가족 구성원 행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세대 통합형 산림치유 확대

중·장년층의 일상 회복ㆍ활력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강화

신혼부부 등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숲태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 50 -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생활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시범사업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연계 산림치유 서비스 협력 활성화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연계 치매환자·위험군 대상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 찾아오고(봄·가을), 찾아가는(여름·겨울) 정기형 프로그램 연 단위 계획·추진

산림치유와 정신건강 분야를 연계한 심리회복 서비스 발굴

*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한 전문 상담 서비스 연계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공공분야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재난 유형별 피해자에 대한 산림치유 적합 분야 선정 및 지원대상 발굴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산림치유 우선적용 대상 선정 및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 우울, 자살가족 및 PTSD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가족 구성원간 소통 강화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중·장년층 대상 신체 활력 증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숲태교 프로그램 제공 단계별 프로그램 체계 마련 및 서비스 고도화

* (제공단계) 가임기 부부(신혼부부) → 임신 부부 → 산후 부부(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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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생활습관병을 예방․관리하는 자기주도형 성인 간강관리 프로세스 제시

* 근력·유연성 강화, 걷기 운동 등 생활 루틴 형성을 도와 체중·혈압·혈당 관리

고령자·치매가족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확대

* 치매안심센터 등 보호자 지원사업(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과 연계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표준화 및 보급 확산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 효과 증대 및 연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민간분야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사업 확대를 위한 기업협력 추진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피해자 대상 마음안정 산림치유 운영

정부 심리위기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리회복 전문성 강화

* 코로나 우울, 자살가족, 감정노동자(콜센터, 고객센터),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

코로나 우울, 자살가족 및 PTSD 극복을 위한 효과검증 연구(지속)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정부부처 연계 가족관계 회복 치유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중·장년층 취미ㆍ여가활동 연계 산림치유 심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 다도, 명상, 걷기, 등산, 독서 등의 여가활동 연계 심화 서비스

난임, 임신 등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 기관 연계 체류형, 정기형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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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5년도 계획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치유산업 연계 사전예방형 성인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 보건, 의료, 문화, 체육, 해양, 농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연계

표준 항노화 산림치유프로그램 자문·고도화 및 전문강사 양성

*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전문 연수 과정에 항노화 교육·훈련과정 신설

알레르기 호전, 우울감 예방을 위한 산림치유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 치유음식 연계 식생활 개선, 산림치유활동을 통한 심리 및 생리적 면역력 강화 등

산림치유 인프라를 활용한 예방관리 선도를 위한 연구 추진(지속)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고객응대근로자 유형 및 피해 단계별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표준화

* 고객응대근로자유형: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간호사, 보육교사 등), 공공민원 처리

산업교통재난 피해자 대상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운영

기관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연계를 통한 장기·회기형 등 사업 확장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가족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심리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 검증

지역 치유자원 연계 중·장년층 대상 웰니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산림치유원(산양삼, 사과 등), 제천(한방), 횡성(더덕, 잣), 대관령(생강, 우유)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숲태교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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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시범운영을 통한 사전예방적 효과 검증

민간 산림치유전문업 연계 고령자 항노화 산림치유 전국단위 확대

* 항노화 산림치유 보급·일상화, 수혜자와 서비스간 매칭기능 확대

심리치료와 산림치유 분야별 강점을 살린 자살 및 중독예방 사업 확대

산림치유 인프라를 활용한 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지속)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심리치료 등 타분야 연계 보건관리 강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확대

환경·기후재난 피해자 등 전체 국가재난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재난 대응 인력 유형별 프로그램 고도화 및 표준 매뉴얼 개발

코로나 우울, 자살가족 및 PTSD 극복을 위한 효과검증 연구(지속)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가족 전 세대 간 화합증진을 위한 정기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 계절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가족 캠프 추진 및 협력 기관 연계 홍보ㆍ모객

중·장년층의 노후 진로 탐색을 위한 산림치유 전문가 체험과정 개발

* 공공 및 민간기업 등의 퇴직 예정자 노후 진로 교육과정 연계 체험 프로그램

숲태교 운영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프로그램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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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사회 환경성 질환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사업 강화

복합적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하여 중고령자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를

예방적 관리 방안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 우선 적용 체계 구축

* 지역 보건 의료를 통한 신체건강 및 산림치유를 통한 고령자 마음·건강 관리

마음건강 및 환경성질환 관리형 회복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착

산림치유 인프라를 활용한 예방관리 선도를 위한 연구 추진(지속)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형 산림치유 운영 확대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정착 및 전국적 운영 확대

재난유형별 산림치유프로그램 지원체계 확립 및 사례집 제작·보급

대응 인력 대상 우수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정 운영 등 보급·확산

코로나 우울, 자살가족 및 PTSD 극복을 위한 효과검증 연구(지속)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가족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우수사례 활용 전문업 대상 교육 및 보급

중·장년층대상진로탐색연계산림치유체험과정고도화및운영활성화

숲태교 운영사례 활용 관련 기관 홍보, 전문업 등 대상 교육 지원

* (홍보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가정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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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Ⅰ-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공통)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조사예정 97.6점 97.7점 97.8점 98.0점 98.1점

스트레스 개선지수 (신규) (신규)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5% 적용

산림치유  

협력사업 건수
(신규) (신규) 11건 12건 13건 14건 15건

항노화 운영실적 1,000명 조사예정 1,100명 1,210명 1,331명 1,464명 1,610명

숲태교 운영실적 18% 조사예정 20% 22% 24% 26% 29%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Ⅰ-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공통)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 ❶ 인증 프로그램 이용객 수(30%) ❷ 서비스 제공 효익성 

점수(35%) ❸ 산림복지 효과성 향상 성과(25%)

• 상세내용 p. 30 참고

스트레스 개선지수 (신규)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5%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5%

산림치유  

협력사업 건수
11건 • 전년도 실적 대비 110% 향상

항노화 운영실적 1,100명 • 전년도 실적 대비 110% 향상

숲태교 운영실적 20%
• 전년도 실적 대비 110% 향상

  (실적 : 지역별 출생자 수 대비 숲태교 참여 바율)



- 56 -

전략과제 I-3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강화

(실행과제 3-①)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유형 및 발급 규모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규모 : (‘22) 50천명 → (’27) 70천명

이용권 신청, 발급 및 사용 등 각 프로세스별 편의 개선

이용권자 특성 및 VOC를 반영한 신규 상품·프로그램 개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역량 강화 및 평가로 서비스 품질 향상

(실행과제 3-②) 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소외계층 대상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숲체험교육 사업의 경제적 가치, 편익 측정도구 개발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제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지도 점검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전달 제공자(전문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역량강화 지원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60천명)

유사 바우처대비수혜대상형평성을고려하여대상유형에한부모가족추가

* 바우처 대상 유형 : 장애연금·수당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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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접수 모바일 서비스 최초 도입

* 그간 모바일 신청·접수 불가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접수 → 도입 후 민원감소 예상

지자체 교통약자 지원정책 연계 등 이동수단 확대로 시설 접근성 강화

* 초록여행(기아자동차 사회공헌활동) 특수장비차량 등 지원확대 및 장애인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지자체별 교통약자 콜택시-바우처서비스 연계 방안 협의

‘서비스제공자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권역별 제공자 교육·컨설팅

* 지원단 :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지역연계·협업모델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소외계층 이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대상별 맞춤형 숲체험교육 사업 운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산림 연계 자립지원 사업 운영

숲체험·교육 민간 공모 확대·운영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서비스전달제공자역할을하는전문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등역량지원

 나.  2024년도 계획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60천명)

이용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이용권 사용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 사용가능시설별 세부정보 제공 및 잔액확인·고객정보 확인단계 간소화 등

이용권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추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기관운영·서비스·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

지역별 근거리 제공자간의 연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예시) 숙박형(자연휴양림·숲체원)+ 비숙박형(수목원·정원) 패키지로 구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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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수혜자 특성을고려, 수도권 지역및 도시 근교로서비스제공자 확대․운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무부․여가부 연계 소외청소년 산림교육 제공

숲체험교육 사업의 경제적 가치 및 편익, 질적 수준 측정도구 개발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소외계층 유형 발굴 및 사업 확대

 다.  2025년도 계획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65천명)

이용권 전담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스템 고도화로 이용 편의 제고

* 고객지원센터(1544-3228)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시간 외 상담 가능(야간·주말)

제공자 평가결과를 활용한 순환식 환류 체계 수립 및 추진

* 순환식 환류 체계 : ① 제공자 평가 → ② 개선사항 도출 → ③ 평가결과 유형별 맞춤형

환류방안 제공 → ④ 환류방안에 따라 제공자 프로그램 개선·운영 → ⑤ 제공자 평가

* 유형별 맞춤형 환류방안 예시 :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공자지원단 1:1 컨설팅 등

중증장애인,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산림복지 소외 대상자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낙후산촌, 지역상생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영역으로 사업 다변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ㆍ확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산림교육-인성교육 연계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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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65천명)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바우처레일패스(가칭)’ 상품 개발

* (예시) 코레일(교통비 지원)-진흥원(바우처 제공)-민간 제공자(프로그램) 운영

민간 제공자 신규유형 시범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발굴·확대

* 시범운영대상 : 산촌생태마을 등 신규유형, 소액상품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발굴

서비스제공자 유형 다양화 검토로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유형ㆍ특성별 건강증진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산림교육 교구 개발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협업 장애유형별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  2027년도 계획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이용권(바우처) 사업 강화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70천명)

사회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대상 유형에 노인 추가

* 바우처 대상유형 : 장애연금·수당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신규)

이용권 전용어플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원스톱 서비스 : 신청·접수, 선정, 예약·결제, 사용까지 어플 이용 가능

민간 제공자 신규유형 등록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주무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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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숲체험교육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특성·유형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안정 사업 개발

취약계층 대상 숲체험교육을 통한 건강 증진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ㆍ보급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품질강화 정책 시행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Ⅰ-3.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강화
(공통)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조사예정 97.6점 97.7점 97.8점 98.0점 98.1점

바우처 만족도 90.7점 조사예정 91.6점 92.4점 93.2점 93.9점 94.5점
바우처 사용

편의개선
바우처

발급 확대
바우처

발급(5만명)
모바일신청
서비스도입

이용권
홈페이지 개편

고객지원센터 
챗봇 도입

대중교통 연계
상품 개발

이용권 어플 
개발 및 운영

사회적배려계층
교육 만족도

89.7점 조사예정 90.7점 91.6점 92.4점 93.2점 93.9점

소외계층
수혜 집중도

83.3% 조사 예정 84.1% 84.9% 85.7% 86.4% 87.1%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Ⅰ-3.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강화

(공통)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 ❶ 인증 프로그램 이용객 수(30%) ❷ 서비스 제공 효익성 

점수(35%) ❸ 산림복지 효과성 향상 성과(25%)

• 상세내용 p. 30 참고

바우처 만족도 90.7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10%

바우처 사용 편의개선
모바일신청
서비스도입

• 모바일 신청·접수 기능 도입으로 이용권 신청의 편의성 강화

사회적배려계층
교육 만족도

90.7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10%

소외계층 수혜 집중도 84.1%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5%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5%
• 산출식 = 취약계층 수혜인원(명) / 총 수혜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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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Ⅱ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방향 개요 

 추진현황 

임업-산림복지 연계 6차 산업화, 산촌연계 숲관광, 지역참여 등을

통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전문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전문업 평가·환류를 통한 산림복지

전문업 육성 지원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산림복지 환경 조성으로 건강 및 산림

환경데이터 수집 및 민간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신규 서비스 개발

 추진 필요성

산촌·지역·협력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필요

민간의 산림복지서비스 활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의 민간

역량 강화 지원 필요

산림데이터 활용 저조로 신규 수요 창출 미흡에 따라 민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활성화 필요

 추진방향

산촌·지역 및 국내·외 기업·대학 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속 발굴·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산림복지전문업의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기술 개발·확산과

고품질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개발 지원으로 민간 서비스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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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Ⅱ-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류 확대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4-①)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산림복지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산림관광 활성화 및 임업·

산촌 상생형 산림관광 상품 개발 추진

산촌·지역 주민의 산림복지 콘텐츠 융합을 통한 임업-산림복지 복합

경영 사업화 지원 확대

임산물 활용 산림치유음식 개발, 판로지원 및 지역 브랜드화

(실행과제 4-②)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중소·협력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림복지 연계 특성화 사업

개발·운영

지역네크워크 확대를 통한 지역기업·소상공인·대학·유관기관 등과 공동

협력사업 기획․운영

산림형 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 지원 등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형 산림복지 신기술 공모사업 확대

(실행과제 4-③)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학ㆍ관 연계 전문 교육과정 제공으로 산림복지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산림복지 국내외 교류·협력 협의체 실행 안건협의 및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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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임업․산촌 산림관광 네트워크 확장 및 연계 상품개발 지원

* 네트워크 확장(수목원․정원, 등산트레킹,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소속기관 취약계층

특화 관광상품 개발, 국외 산림공무원 산림복지 연수관광 개발․운영

산림복지 복합경영사업 수행 임업 경영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22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산림복지 복합경영 역량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성장

단계별 사업화 지원, 교육과정, 법률자문 등 맞춤형 지원

임산물 활용 지역소상공인 대상 치유식단 개발 및 판로지원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간 수행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전국 산림복지시설 거점 권역별 임업·산촌, 사회적경제기업, 산림형

기업을 잇는 협업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지역사회 밀착지원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 등 재원마련을 통한 중소협력기업

및 임업·산촌지역에 대한 중장기 지원기반 마련

* 예) 지역 시니어클럽 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협력이익 및 성과공유 인센티브 등

민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대상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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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지역인재 양성 성과 제고를 위한 오픈캠퍼스 통합교육 매뉴얼 개발

* 지역대학별 분산 운영된 커리큘럼 일원화, 수료생 사후관리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와 연계한 치유음식 상품 홍보·확산

산림복지 국내외 교류·협력 협의체 실행 안건협의 및 협의체 운영

국내·외 산림복지 기업·단체와 연계한안전관리교육·컨설팅지원

* 인니 공무원 역량강화 및 캄보디아 ODA 기술지원, MOA 연계한 국내·외 네트워킹 등

 나.  2024년도 계획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기존에 개발된 산림관광 콘텐츠 민간 이전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지역주도형 산림관광 유형화(임산물 수확체험형, 숲길 경관체험형, 특산물 먹거리

체험형 등), 산림복지지설 내 소상공인․산촌마을 팝업스토어 시범 운영

유관 공공기관 협업으로 산림복지 복합경영 성장환경 조성 지원

치유식단 개발상품 브랜딩 및 판로확보를 통한 외연확장 지원

* 판로채널 : (기존) 산림복지시설→ (확대) 라이브커머스, 비건 간편식전문온라인쇼핑몰등

국유림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권역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기획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산림복지시설 통합 예·계약시스템에 민영 산림복지시설 참여 확대

산림복지시설을 중소협력기업 보유 기술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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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지원 확대

상생기금 기반 동반성장 재원 확보 및 지원 확대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지역 특화형 산림복지 신규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

연계 지역인재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한 귀산촌인 정착 및 도농 교류 지원

지자체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지역니즈 및 현안사항 발굴

국내·외 산림복지 기업·단체와 연계한안전관리교육·컨설팅지원확대

* 인니공무원역량강화및캄보디아 ODA 기술지원(3년차), IUFRO연계한국내·외네트워킹등

 다.  2025년도 계획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생애주기별 산림관광 모델 개발 및 대국민 플랫폼 구축

* 유년기～회년기 산림관광 개발, 산림관광지원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산촌에서의 주말 체류형 사업모델(5도2촌, 4도3촌 등) 시범운영 지원

만성질환 유형별 맞춤형 산림치유 식단 개발 및 치유음식 전문연수

개발․운영

산림레포츠 체험, 산림문화·생태관광, 임산물 먹거리 체험 등 산림복지와

연계한 숲관광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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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활용한 산림치유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화

산림복지시설 내 민간기업의 영리활동 규제 완화 추진

* 청년기업, 마을기업 대상 소규모 매점, 로컬푸드 판매장 등 시범운영 지원

산림형 기업에 대한 복지 확산으로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내일채움공제 등 장기재직 지원, 명절선물, 산림복지시설이용 할인혜택 등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지역인재 양성사업 사후관리 및 정보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전 소속기관이 지역별 현안을 산림복지를 통해 해결하는 전국단위

지역문제해결시스템 확립

국내·외산림복지기업·단체와연계한신규ODA및교류·협력시범사업발굴

* 개도국 치유림신규사업발굴및메콩지역공무원역량강화, MOA연계한교류·협력시범사업발굴등

 라.  2026년도 계획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생애주기별 산림관광 모델 민간 이전 및 산림관광 문화 활성화

* 민간 이전을 통한 지역주도형 사업 전환, ‘산림관광패스’, ‘산림관광주간’ 운영,

외국인 대상 생애주기별 산림관광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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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교과연계, 워케이션 등 수요 유형별 복합경영 시범 사업화

생애주기별 산림치유 식단 개발 및 치유형 산림 텃밭 조성․재배

매뉴얼 민간 보급

산촌 지역 내 마을기업 육성 사업 및 권역별 네크워크 협의체 확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형 산림복지 신기술 공모사업 추진

* 공모분야 : 시설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설운영․관리, 산림교육치유 교보재 등

산림복지시설 민간기업 생산품 판매 무인 키오스크 시범 운영

* 생필품, 특산품 등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우수 생산품 공모 후 도입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오픈캠퍼스로 양성된 산림복지 지역 인재 진출을 위한 산ㆍ학ㆍ연

코디네이터 운영

* (코디네이터 역할) 수요처(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발굴, 공급자(지역인재)관리, 수요처

-공급자 간 중개 등

소속기관의 지역문제해결사업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주민주도형

지역문제해결형 산림복지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내·외산림복지기업·단체와연계한신규ODA및교류·협력시범사업확대

* 개도국 치유림 연계 신규사업 발굴 및 메콩유역 사업 확대, WFC연계한시범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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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6차 산업 연계형 서비스 개발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산림관광 자원 품질인증 및 산림관광 브랜드 개발

* 표준 풀질체계 마련 및 시범사업, 품질인증서 발급 및 브랜드화 체계 구축

수요자 유형별 복합경영 비즈니스 모델 보급·확산

산림치유음식 민간 공모 상품화 지원사업 시범 운영

권역별 웰니스형 클러스터 시범사업 검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강화

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형 산림복지 신기술 공모사업 확대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확대

* 해외고객 등 잠재고객 유치, 인문학 연계 산림복지 신규 협력사업 기획·운영 등

산림복지·임업 및 중소협력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육성을 위해

민·관·학 협동 산림복지 동반성장 박람회 개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오픈캠퍼스로 양성된 산림복지 지역인재 진출을 위한 산·학·연 코디

네이터 운영

* (코디네이터 역할) 수요처(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발굴, 공급자(지역인재)관리, 수요

처-공급자 간 중개

주민주도형 지역문제해결형 산림복지 비즈니스 사업 운영 지원

국내·외산림복지기업·단체와연계한신규ODA및교류·협력사업다각화

* 인니공무원역량강화및캄보디아 ODA 기술지원(3년차), MOA 연계한국내·외네트워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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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Ⅱ-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통)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83.5점 조사예정 84.7점 85.8점 87.1점 88.4점 90.2점

산림관광
활성화지수

80.2점 조사예정 82.2점 83.9점 85.5점 87.0점 88.3점

산촌주민
삶의질 향상도

78.4점 조사예정 80.6점 82.5점 84.3점 85.8점 87.2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4.5점 조사예정 77.1점 79.4점 81.4점 83.3점 85.0점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지역상생
계획수립

지역상생
계획수립

오픈캠퍼스
운영관리

미래인재 
육성 통합
매뉴얼 마련

산ㆍ학협동
현장훈련

교육과정 개발

산ㆍ학연계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산ㆍ학ㆍ연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Ⅱ-4.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통)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84.7점
• ❶ 전문가 연수 과정 성과(20%) ❷ 민간 서비스 만족도(30%)❸ 민간 인증 프로그램 보유 비율(20%) ❹ 동반성장 평가 점수(30%)
• 상세내용 p. 31 참고

산림관광
활성화지수

80.2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10%
• (양적지표) 산림관광 참여인원 수(20), 지역사회매출액(40)

전년 대비 120%이상 110%〜120% 100%〜110%

달성률 100% 90% 80%

• (질적지표) 산림관광 참가객 만족도 지수(40)
전년대비 10%개선이상 5~10%개선 0~5%개선

달성률 100% 90% 80%

※측정산식=(올해실적-전년실적의 점수)×배점+각 지표
산촌주민

삶의질 향상도
78.4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1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4.5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10%

지역별 협력체계구축 지역상생 계획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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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Ⅱ-5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5-①)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전문업 성장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업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전문업 서비스 품질 강화

우수프로그램 확산 및 유망 전문업 집중 발굴·육성

(실행과제 5-②) 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생활권 중심의 융합형 특화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 (예시) 돌봄․보육 융합 유아숲교육, 외국인 대상 무동력 숲관광, 생활권 도시숲 활용

건강관리, 로프시설 설치․운영

산림복지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지형 사회적기업 육성

임업연계형 전문업 육성으로 산림산업의 6차산업화 모델 발굴․육성

(실행과제 5-③)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다분야 우수 인재 확보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전문업의 현장밀착형 전문 지원조직 발굴·육성

전문업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고도화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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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3년도 계획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성장단계별 육성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전문업 아카데미 운영

* 성장단계 : 저변확대(씨앗형), 예비창업(새싹형), 창업초기(가지형), 창업도약(열매형)

산림복지서비스 품질검증 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업체, 제공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

산림복지 유망 전문업 및 특화 서비스 발굴․사업화 지원

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국민수요 중심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상품화

* (예시) 돌봄․보육 융합 유아숲교육, 외국인 대상 무동력 숲관광, 생활권 도시숲 활용

건강관리, 로프시설 설치․운영

산림복지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협력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경영인, 임업인 대상 산림복지 교육·컨설팅 지원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별 전문가교육,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발

* 분야별 강사 내․외부 공개모집 및 인재뱅크 운영

전문업 창업 성공 기업가를 발굴하여 컨설턴트 양성교육 실시

전문업 종사자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선발하여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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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권역 단위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아카데미 개설

* 권역별 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검증제도 마련

분야별 대표 전문업(매출 5억 이상) 선정 및 스케일업 지원

* 자금 지원, 멘토 연결, 규제혁신, 공공분야 사업기회 제공 등

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특화 서비스, 6차산업 모델 사업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업 대상 산림복지형 사회적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운영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과정체계, 온라인 교육시스템 설계, 전문강사 교육 등

전문업 고유·융합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기업 발굴

산림복지전문업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제도 마련

*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 선발․지원 방안 및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마련

 다.  2025년도 계획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권역 단위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아카데미 확대 운영

* 창업초기, 창업도약 단계까지 교육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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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검증 활성화 및 우수서비스 홍보 강화

특화서비스 운영 우수 전문업 집중 육성을 위한 판로 구축․자금 지원

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특화서비스 공공·민간 사업화 지원 기업 발굴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

전문가 양성

산림복지형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설계․운영

임업-전문업 연계형 숲경영체험림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임업, 전문업 및 다양한 사업자(카페, 야영장, 식당, 숲유치원 등)가 참여하여 임산물과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 숙박, 먹거리가 복합 운영되는 모델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운영 및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의 자격별 전문가교육 운영체계 마련

전문업 장기근속 근로자 및 고용주 선발․지원

* 신중년, 경단녀, 장애인등 2년이상고용주및근로자선발, 포상금및휴가, 교육비등 지원

 라.  2026년도 계획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소속기관 및 양성기관을 창업 지원기관으로 육성

서비스 품질 기준 단계적 강화 및 우수서비스 수요 창출

* 불량 서비스, 미검증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로 시장경쟁력 강화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프랜차이즈 전문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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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특화 서비스 품질검증 제도 도입 및 모델 보급 확대

전문업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임업-전문업 연계형 숲경영체험림 우수 모델 보급․확산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 활성화

양성된 컨설턴트 중심의 전문업 컨설팅기업 창업․육성 지원

평가제도와 산림청 산하 정책사업간 연계 강화

 마.  2027년도 계획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규모 확대 및 활성화

국립산림복지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활성화

전문업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특화 서비스 보급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프랜차이즈 전문업 육성 지원

숲경영체험림 모델 보급․확산

산림복지전문업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산림복지전문가 육성체계 고도화

산림복지서비스 컨설팅 사업 확대

* 산림치유음식, 교구제작, 온라인 플랫폼 등의 컨설팅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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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영역별 전문기관 발굴

* 사회적금융, 유통·마케팅등전문업지원분야별지원조직을발굴·매칭하여서비스 제공

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Ⅱ-5.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공통)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83.5점 조사예정 84.7점 85.8점 87.1점 88.4점 90.2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수(건)
560 581 610 640 672 706 741

종사자 전문교육 

수료인원(명)
10,889 10,900 14,200 18,300 25,000 32,700 42,500

전문교육 효율화(점) 0.020 조사예정 0.0158 0.0229 0.0333 0.0495 0.0773

전문업 인증

보유율(%)
16.7 16.9 17.0 17.5 17.8 18.8 20.2

전문업 서비스

만족도(점)
90.1 90.6 91.5 92.4 93.2 93.9 94.5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Ⅱ-5.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공통)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84.7점
• ❶ 전문가 연수 과정 성과(20%) ❷ 민간 서비스 만족도(30%)❸ 민간 인증 프로그램 보유 비율(20%) ❹ 동반성장 평가 점수(30%)
• 상세내용 p. 31 참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수(건)
610

• 추세치를 반영하여 연 5% 상향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5%
종사자 전문교육 

수료인원(명)
14,200

• 진흥원 교육과정에 참여인원 결과 활용 5개년 편차×2 상향

 * 산식 : (∑종사자 교육 참여인원수) × 5개년 편차 × 2
전문교육 효율화(점) 0.020 • 목표부여(편차)

산림복지전문업

인증 보유율(%)
17.0

• 산림청 산림교육 인증 결과 활용 3개년 편차×2 상향

 * 산식 : ((인증보유 전문업/전체 전문업)×100%) × 5개년 편차 × 2
전문업 서비스

만족도(점)
91.5점

• 산림청 재정사업 만족도 결과 활용 연 개선도 10% 상향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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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Ⅱ-6 민·관 협력의 R&BD 성과 확산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6-①)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산림복지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현장 지원

산림복지자원 발굴 및 산림복지 환경기능 확대

산림복지시설 산림치유 식재료 조사 및 기능성 분석을 통한 DB 구축

(실행과제 6-②)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산림복지 효과검증 데이터 증거 수준 제고

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 효과 입증 빅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산림복지자원 평가척도 확립으로 자원별 복지효과 검증

산림복지시설 청정임산물 활용 산림치유음식 개발 및 효과성 검증·지원

(실행과제 6-③)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ICT 기술‧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복지 신사업 발굴

데이터 융합을 통해 개발된 산림복지서비스 기술 민간 지원

선제적인 DB 개방 및 자원 공유를 통한 민간 접근·활용성 제고

복지자원 기반 컨설팅으로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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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3년도 계획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산림복지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현장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핵심요소(대상, 산림환경, 프로그램, 진행인력) 중심 데이터 축적

*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분석 및 대표 유형 분류

최적 운영 조건(자원·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단계적 데이터 확보

*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효과검증 척도 현황조사 및 척도 개선

* (1단계) 단위활동 시간(계절·활동시간)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 

3개 광역별 진흥원 소속기관 직접 조사로 자료 신뢰성 확보

- 연 12회 집중 산림복지자원 조사·분석 대상지 선정 및 DB 구축

주요질환별 개선 효능 있는 임산물 조사 및 기능성 분석 통한 DB 수집

산림생태텃밭의 생산기능 강화를 위한 임산물별 재배관리 DB 구축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현재 축적된 효과검증 데이터 증거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비무작위 대조군, 추적조사 피험자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 국내·외 산림치유 연구논문의 대조군 설정방법 검토

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 효과 입증 빅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 치매안심센터 연계 고령자 인지장애 개선 산림치유 사업 효과검증

* 경도인지장애 효과성 검증 표준조사표․바이오마커 시범적용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 산림치유프로그램 효과 모니터링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이력·건강측정 데이터 분석

신규 산림복지자원 발굴·측정 및 산림환경 분석기술 개발

* 현장 측정 데이터 기반 치유자원 계량화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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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시설 맞춤형 산림치유식단 개발 및 표준화 레시피 설정

임산물 및 산림치유음식 식품영양학적·건강기능성 분석체계 구축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스마트 산림복지 데이터(건강정보‧산림환경‧설문조사)와 민간의 데이터

결합 및 공동연구 기반 구축

권역별 IoT 환경센서 누적 데이터 연계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 (예시)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개인별 최적의 산책, 자전거, 러닝 코스 추천

전사 DB 메타정보 개발 및 개방으로 데이터 인지도 개선

* R&D 관련 메타데이터 개발 및 원천데이터 공개 예고

 나.  2024년도 계획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산림복지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효과검증 척도 개선

*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효과검증 척도(심리·생리)의 발전방안 분석

프로그램 효과분석 데이터 통합관리 고도화

* 치유자원, 효과분석, IoT 생산 데이터 등 자료 연계 방안 모색

최적 운영 조건(자원·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단계적 데이터 확보

* (2단계) 단위활동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

* 산림복지자원 조사·분석 대상지 확대 및 DB 축적(광역별 조사 확대로 정밀도 제고)

산림복지시설(치유원·숲체원) 거점별 특·임산물 조사 및 건강기능성 규명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산림복지 효과검증 데이터 증거 수준 제고

* 국내외 산림치유 연구사례 검토를 통한 의과학적 증거 수준 진단

*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적 문헌고찰의 증거 수준에 맞는 연구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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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 효과 입증 빅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 치매안심센터 연계 고령자 인지장애 개선 산림치유 사업 효과검증 확대

*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연구 → 치유의 숲 등 현장 보급

산림복지자원별 효과검증을 위한 임상·기후별 일반적 경향 분석

만성질환 개선 효능 치유작물 활용 산림치유음식 개발 및 효과 검증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공동연구 기반 산림 이용객 유형별 추천 서비스모델 개발

* (예시) 질병관리본부 데이터 연계 산림치유시설‧프로그램 서비스 매칭

진흥원 숲길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 (예시) 활동량 분석 및 운동패턴 기반 맞춤형 숲길 코스 추천 서비스 제공

전사적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데이터 품질 책임제 도입

 다.  2025년도 계획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최적 운영 조건(자원·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단계적 데이터 확보

* (3단계) 단위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

산림복지자원별 효과검증을 위한 산림모형 실험 연구

산림복지시설(치유의숲) 거점별 특·임산물 조사 및 건강기능성 규명

대상별(유아∼노년) 맞춤형 산림텃밭 및 산림치유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산림복지 효과검증 데이터 증거 수준 제고

* 국내·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운영 현황 및 효과성 평가 사례조사

* 사회보장제도 연계 산림치유 효과 증거수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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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 효과 입증 빅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 치매가족 휴가제를 활용한 산림치유 서비스 적용 방안 마련

*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분석

산림복지 중재 자원별 복합 상관관계 연구

* 중재 자원(피톤치드, 음이온, 햇빛 등) 간 영향도 분석 및 특성 도출

식품영양학적 및 기능성 분석을 통해 산림치유음식 효과성 검증 지원

ICT,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림치유 제품 개발, 치유활동에 사용

되는 장비·기기 개발 및 시설 설계를 통해 자원 상용화(계속)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이용객 추천모델 서비스 분석‧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고객 산림복지 선호도 데이터 연계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 (예시) 산림치유 효과‧만족도 정보기반 운동 종목별 건강관리 방법

융·복합 및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도입 및 데이터 품질 인증 획득

 라.  2026년도 계획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산림복지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효과검증 척도 개선

* 치유·교육·레포츠 등 각 활동에 맞는 검증지표 및 표준화된 적용 방안 제시

최적 운영 조건(자원·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단계적 데이터 확보

* (4단계) 대상자(생애주기, 질환)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

산림자원의 치유·복지효과 및 자원별 현장 검증 연구

산림복지시설(공·사립시설) 거점별 특·임산물 조사 및 건강기능성 규명

산림복지시설 거점별 조성 가능한 산림생태텃밭 모델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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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산림치유 관련 건강보험정책 분석 및 전략 개발

* 적용 가능한 질병·질환군 선정, 예방적/치료적 관점의 이분화된 추진전략 설정

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 효과 입증 빅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 보건의료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지표선정 및 플랫폼 구축

* 이용객 보건의료정보, 산림치유인자, 검증척도 등 빅데이터 구축 지표선정

자원별 특성을 활용한 산림복지환경 조성(안) 도출

* 복지자원 간 영향도 분석으로 자원별 복지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채식 등 특이식성 대상 맞춤형 산림치유음식 개발 및 기능성 규명

ICT,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림치유 제품 개발, 치유활동에 사용

되는 장비·기기 개발 및 시설 설계를 통해 자원 상용화(계속)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지능형 추천 서비스 기반 치유 관광자원 연계 모델 개발

* 지자체‧산림복지전문업 연계 지역‧테마 여행일정 및 동선추천 서비스

진흥원 연구개발센터 환경 데이터 연계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실시간 데이터 조회·제공 시스템 개발로 민간 접근성·활용성 제고

 마.  2027년도 계획

산림복지 실증연구 활성화

최적 운영 조건(자원·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단계적 데이터 확보

* (5단계) 산림복지서비스 대상·환경·프로그램 간 상관관계 분석

* 생애주기별 또는 산림치유 등에 적용 가능한 질환 별 검증된 효과 분류

* 딥러닝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 및 실제 운영 효과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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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중심 산림복지서비스 환경 관리 체계화 지원

- 산림복지자원 효과 제고를 위한 환경 관리 표준모델 개발 및 매뉴얼 배포

산림복지시설 지역공동체 대상 청정임산물 재배관리 교육 및 기술 보급

산림복지시설 거점별 산림치유음식 임산물 재배적지도 제작·발간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 지원

산림치유 관련 건강보험정책 분석 및 전략 개발

*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위한 보건의료 융합 산림복지 중장기(2028-2032) 전략 설정

보건의료 연계 산림치유 효과 입증 빅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 숲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검토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산림치유 경험자의 생활습관 개선 방안 개발

산림복지자원 측정 데이터 기반 산림환경 예측·관리 모델 개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림복지 환경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

임산물 및 산림치유음식 대중화를 위한 포럼 및 전문연수 세미나 개최

ICT,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림치유 제품 개발, 치유활동에 사용

되는 장비·기기 개발 및 시설 설계를 통해 자원 상용화(계속)

데이터 결합의 민간 사업지원 실효성 강화

오프라인과 가상공간을 연계한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개발

산림 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치유기반 서비스 발굴‧지원

* 산림복지활동 행동분석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행동 유도 서비스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 사업 창업 지원체계 마련

* Death-Valley 극복을 위한 진흥원 내 조직/인사/회계/혁신/분석 관련 국가기술전문가 컨설팅

* 민간사업체의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공간, 서버, 분석솔루션 등) 지원

효과성 기반 산림복지자원별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제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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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Ⅲ-6. 민·관 협력 기반의의 R&BD 활성화

(공통)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83.5점 조사예정 84.7점 85.8점 87.1점 88.4점 90.2점

우수 학술

발표 실적
2.4점 2.5점 3점 3.6점 4.3점 5.2점 6.2점

산림치유자원

신규조사항목수
5종 5종 6종 7종 8종 10종 12종

치유식단 

개발건수(누계)
7건 7건 9건 12건 15건 18건 21건

민간기업 연계
서비스 모델 개발

산림치유
지수‧추천
서비스 개발

산림치유
지수‧추천
서비스 개발

민관 데이터
공동연구
기반 구축

이용객 특성별
추천모델

서비스 개발

맞춤 운동 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추천

민관 연계
관광 테마
추천 서비스

산림 공간 연계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개발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Ⅲ-6. 민·관 협력 기반의의 R&BD 활성화

(공통)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84.7점
• ❶ 전문가 연수 과정 성과(20%) ❷ 민간 서비스 만족도(30%)❸ 민간 인증 프로그램 보유 비율(20%) ❹ 동반성장 평가 점수(30%)
• 상세내용 p. 31 참고

우수 학술발표 

실적
3점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발표 실적을 합산함.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2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20%

산림치유자원

신규조사항목수
6종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2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20%

치유식단 

개발건수(누계)
9건

• ’27년까지 진흥원의 전 소속기관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식단이 제공되도록 매년 3건씩 식단 개발 

민간기업 연계

서비스 모델 개발

민관 데이터
공동연구
기반 구축

• 산림복지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진흥원과 민간의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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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Ⅲ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복지 환경 조성

전략방향 개요 

 추진현황 

정부에서는 안전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관리등급제 등 운영

산림복지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및 산림복지 체험여건 개선을

위한 녹색공간 확충 지속

4차 산업 기술과 산림복지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구축 중

 추진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합관리체계 요구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중심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사각지대 지원 확대 필요

만성질환자 증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디지털 스마트헬스

융복합 복지·치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추진방향

분야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과 근로자 안전 확보

소외계층 생활권 산림복지 체험여건 개선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수목식재, 목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헬스케어기술과 산림복지·치유 서비스

결합을 통한 고품질 숲길 운동서비스의 지역사회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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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Ⅲ-1 안전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7-①) 국민과근로자모두의안전을보장하는안전경영체계확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및 현장 작동성 내실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

재난 위험을 대비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경영시스템 도입 및 인증 추진

위험성평가 실시체계 고도화를 통한 잠재적 위험요인 제거

(실행과제 7-②)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ICT기반 스마트 산림재해 예측 및 예방체계 수립

현장 밀착형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산림재해 예방·예측을 위한 산림재해 정보기반 강화

(실행과제 7-③) 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대상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인식 내재화 및 전문성 강화

안전관리 소통을 통한 안전실천 생활화

고객과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한 안전 문화 공감대 형성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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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3년도 계획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 기능 강화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산림복지시설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 도입

테러·자연재해 위험을 대비한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 도입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ICT기반 스마트 산사태 위험 통합예보 기술 개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지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산림복지시설 재해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안전관리 DB구축

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아차사고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선제 대응기반 마련

안전문화 수준 진단 및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민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산림복지시설 안전점검 평가제도 수립

 나.  2024년도 계획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강화

권역별 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도입

산림복지시설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획득

테러·자연재해 위험을 대비한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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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ICT기반 맞춤형 산사태 피해저감 기술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산림재해정보 안전서비스 구축

산림재해 예방·예측 강화를 위한 산림안전관리 DB 구축

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위험성평가 생활화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 우선 일터 조성

안전보건 분야 전문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사내 전문가 육성

산림복지시설 순회 안전점검 국민 합동조사단 운영 제도 수립

 다.  2025년도 계획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강화

전사적 안전경영 정립 및 환류체계 가동을 통한 선도기관 도약

노후 시설물 대상 안전진단 및 중장기 안전종합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재난안전 상시 모니터링 운영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ICT기반 스마트 산불위험 통합예보 기술 개발

드론, 헬기 및 인공위성영상 정보를 이용한 산불탐지체계 구축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내부직원 대상 상시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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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산림복지 민간 산업분야 안전 컨설팅 및 안전교육과정 운영

안전문화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안전의식 내재화

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재난상황대처방안 국민 제안

공모전 실시

 라.  2026년도 계획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안전경영 성과 확산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림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산림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지수 평가체계 고도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밀착형 산불위험 통합예보체계 구축

산불탐지체계와 연동한 현장밀착형 재난상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AR, VR을 활용한 산림재해 관련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대국민 안전문화 실현을 위한 ‘대국민 안전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산․학․연 협력 산림복지 재난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우수 산림복지시설 국민 참여 투표 제도를 통한 안전 공감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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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안전관련 사업모델 지속 발굴

국민과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형 위험성평가 추진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ICT기반 산불·산사태 등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재난상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산림재해 관리체계 인프라(H/W, S/W) 개선사업 추진

성숙한 산림복지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화

전문화‧특성화과정 교육 지원 등 직원 안전교육체계 운영 고도화

산림복지 민간 산업분야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우수 안전

시스템 전파

산림복지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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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Ⅲ-7. 안전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공통)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8.6점 조사예정 98.7점 98.8점 98.9점 98.9점 99.0점

안전사고발생율 0% 0% 0% 0% 0% 0% 0%

재난사고 

인명 피해율
0% 0% 0% 0% 0% 0% 0%

이용객 안전사고 

감소노력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누계)
7개소 7개소 9개소 9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안전활동수준평가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S등급 S등급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Ⅲ-7. 안전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공통)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8.7점

• ❶ 안전사고 발생 점수(25%) ❷ 중대재해 발생 점수(25%)

❸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25%) ❹ 시설 환경 만족도(25%)

• 상세내용 p. 32 참고

안전사고발생율 0% • ’20년 실적 0% 그대로 ’26년까지 유지

재난사고

인명 피해율
0% • 신규 목표 부여(안전사고 발생률 분리)

이용객 안전사고 

감소노력
100점

•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사고

감소노력을 평가

 * 산식 : 100점-∑사고발생점수(경영평가 편람기준에 따름)

   (사망사고 40점, 중상15점, 경상 3점, 기타 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9개소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라 실태심사 및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사업장

 * 산식 : 신규인증 2개소, 사후인증 7개소

안전활동수준평가 A등급
•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전년도 평가수준 유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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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Ⅲ-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 및 개선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8-①)보행약자의숲체험여건개선을위한무장애숲길조성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숲길 조성으로 보행약자의 안전한 숲체험 지원

* 무장애나눔길 : (’22년까지) 124개소, 119.9km → (’27년까지) 235개소, 262.1km

친환경 시공법 및 자재 발굴을 통한 숲길 조성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무장애 숲길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보급 및 인지도 개선 활동 강화

지역별 무장애 숲길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실행과제 8-②)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생활‧이용시설 유휴부지 녹지공간 조성

* 실외나눔숲 : (’22년까지) 854개소 → (’27년까지) 1,016개소

목재를 활용한 소외계층 생활‧이용 시설 그린 리모델링 지원

* 실내나눔숲 : (’22년까지) 194개소 → (’27년까지) 487개소

탄소저감 우수수종 식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탄소흡수원 확충

조성된 나눔숲의 사후관리 및 활용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녹지 취약지역, 소외계층 현황 분석을 통한 수혜대상 지속 발굴

(실행과제 8-③)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시설 확대

기존 시설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보수 추진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을 고려한 BF인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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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확대

도심 생활권 및 주요 관광거점 16개소 무장애 나눔길 23km 조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무장애 숲길 이용 가이드북 제작‧보급

숲체험‧교육 사업 연계 무장애 숲길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66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66개소 나눔숲 조성, 수목 4,795본, 목재 90여 ton 사용

나눔숲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및 역량개발 지원

사회적문제 및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통한 신규 수혜자 발굴

실내 환경 목질화 중장기 효과분석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제품 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사후관리 효과 제고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익산, 부산, 화순치유의숲, 노령산맥권휴양치유벨트(장성,고창) 인수(5개소)

* 인수시설에 대해 산림청과 위탁계약 체결 후 운영 추진

지붕누수, 데크로드 BF 개선 등 시설 개‧보수 추진(10억, 20건)

BF 미인증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 용역 추진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지시설 중장기 시설보완 예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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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확대

도심 생활권 및 주요 관광거점 22개소 무장애 나눔길 28km 조성

무장애 숲길의 보행약자 숲 접근성 개선 기여도 분석 연구

지역별 무장애 숲길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82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생활‧이용시설 유휴부지 녹지공간 조성

탄소저감 우수수종 식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탄소흡수원 확충

조성된 나눔숲의 사후관리 및 활용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녹지 취약지역, 소외계층 현황 분석을 통한 수혜대상 지속 발굴

수혜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실내 환경 목질화 요구사항 도출 및 사업방식 개선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지덕권 산림복지단지 조성

- 지덕권 산림복지단지는 산림청에서 조성 후 위탁관리 추진

건축물 보강 및 목재 오일스테인 등 시설 개‧보수 추진(10억, 16건)

기존 산림복지시설 및 신규 산림복지시설 BF 인증 확대(5개소)

* (기존) 치유원, 횡성숲체원, 칠곡숲체원, (신규) 종합교육센터, 지덕권산림치유원



- 94 -

 다.  2025년도 계획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확대

도심 생활권 및 주요 관광거점 23개소 무장애 나눔길 29km 조성

보행약자 숲 접근성 개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개선 방안 마련

무장애 숲길 BF 인증 의무화를 통한 보행약자 이용 품질 제고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93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33개소(46천㎡) 나눔숲 조성, 수목 6,302본 식재

산림정책 및 예산사업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공공‧민간 그린뉴딜 연계 사회공헌 사업 발굴 및 협업사업 유치

사회복지시설 등 60개소(13천㎡) 실내환경 개선, 목재 101ton 사용

지속적 사업량 확대에 대응한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자재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숲체원 중 최초 BF인증 시설인 국립김해숲체원 조성

노후 목재 시설물 개선, 화장실 보완 등 시설 개‧보수 추진(10억, 16건)

기존 산림복지시설(숲체원) BF 인증 시설 확대(7개소)

* (기존) 칠곡숲체원, 장성숲체원, 청도숲체원, 대전숲체원, 춘천숲체원, 나주숲체원,

(신규) 김해숲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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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확대

도심 생활권 및 주요 관광거점 25개소 무장애 나눔길 31km 조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무장애 숲길 이용 활성화 지원 지속

친환경 신공법 및 예산절감 사례 지속 발굴을 통한 사업 효율화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107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37개소(53천㎡) 나눔숲 조성, 수목 7,261본 식재

지속적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한 나눔숲 기능 유지 지원

사업규모 확대에 대응한 신규 지원 대상 지속 발굴

사회복지시설 등 70개소(15천㎡) 실내환경 개선, 목재 116ton 사용

수혜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사항 발굴 및 품질 제고 노력 지속

사업효과 지속적 홍보를 통한 생활 속 목재 이용 문화 확산 기여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고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산림복지시설 유지보수 3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기존 산림복지시설(치유의숲,추모원) BF 인증 시설 확대(4개소)

* (기존) 양평치유의 숲, 대관령치유의숲, 대운산치유의숲, 하늘숲추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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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확대

도심 생활권 및 주요 관광거점 25개소 무장애 나눔길 31km 조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무장애 숲길 이용 활성화 지원 지속

친환경 신공법 및 예산절감 사례 지속 발굴을 통한 사업 효율화

소외계층 거주 생활권 등 실내외 나눔숲 조성(107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37개소(53천㎡) 나눔숲 조성, 수목 7,261본 식재

지속적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한 나눔숲 기능 유지 지원

사업규모 확대에 대응한 신규 지원 대상 지속 발굴

사회복지시설 등 70개소(15천㎡) 실내환경 개선, 목재 116ton 사용

수혜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사항 발굴 및 품질 제고 노력 지속

사업효과 지속적 홍보를 통한 생활 속 목재 이용 문화 확산 기여

산림복지시설 편의성 증대 및 시설 확충

산림복지진흥계획 및 산림청 정책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인프라 확대

산림복지시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BF 인증 시설에 대한 이용 품질 및 고객 만족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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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Ⅲ-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 및 개선

(공통)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8.6점 조사예정 98.7점 98.8점 98.9점 98.9점 99.0점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
8.7㎡/인 조사 예정 9.7㎡/인 10.5㎡/인 11.4㎡/인 12.4㎡/인 13.5㎡/인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도
94.0점 조사 예정 94.3점 94.6점 94.9점 95.1점 95.4점

보행약자

산림접근성 지수
92.1점 조사 예정 92.5점 92.9점 93.2점 93.6점 93.9점

산림복지시설 

확대
16개소 16개소 21개소 23개소 24개소 24개소 24개소

BF인증 시설 

확대
5개소 5개소 10개소 15개소 22개소 26개소 26개소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Ⅲ-8.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 및 개선

(공통)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8.7

• ❶ 안전사고 발생 점수(25%) ❷ 중대재해 발생 점수(25%)

❸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25%) ❹ 시설 환경 만족도(25%)

• 상세내용 p. 32 참고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

9.7㎡/인
• 중장기 목표부여 방식(’27년까지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목표(15㎡)의 90% 수준 달성
 * 산식 : 나눔숲 조성면적(누계)/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도

94.3점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5%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5%

보행약자
산림접근성 지수

92.5점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5%

산림복지시설 
확대

21개소
•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대
 - 기존 산림복지시설(16개소)+추가 시설(5개소)
   * (추가시설) 익산, 부산, 화순치유의숲, 노령산맥권휴양치유벨트(고창,장성)

BF인증 시설 
확대

10개소

• 교통약자를 배려한 BF인증 시설 확대
- 기존 BF인증시설(5개소)+추가 시설(5개소)
   * (기존시설) 김천,제천,예산,곡성 치유의숲, 치유원(산림교육센터)
   * (추가시설) 익산, 부산, 화순치유의숲, 노령산맥권휴양치유벨트(고창,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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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Ⅲ-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9-①)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활성화

힐링e숲 기반 개인 특성(연령, 성별, 기저질환 등)이나 선호도(휴양,

질환 완화, 재활 등)에 따른 프로그램 추천, 이용객 자가건강측정

시스템 활성화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개인 건강기록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홍보 확대

마이테이터 확보를 통한 DB 구축 및 활용

(실행과제 9-②)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산림지형·위치기반의 운동요법 처방·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

활용기술 개발

지능형 치유물질 탐지 측정센서․분석기술 개발 및 기술 산업화 추진

리빙랩을 통한 산림치유 최적 환경 모델·이용기술 개발

(실행과제 9-③)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로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수행

산림복지 정책부터 전문정보까지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마련

국·공립, 민간시설까지 아우르는 산림휴양·문화 국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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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활성화

힐링e숲기반개인특성(연령, 성별, 기저질환등)이나선호도(휴양, 질환완화, 재활등)에

따른 프로그램 추천, 이용객 자가 건강 측정 시스템 등의 기능 구현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개인 건강기록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따른 협의체 운영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숲길운동 추천을 위한 위치기반 산림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구축

* 산림헬스케어웨어러블디바이스및숲길운동추천알고리즘등어플리케이션(연구및사용자용) 개발

지능형 산림환경ㆍ치유물질 탐지 측정센서 및 분석기술 개발

* 지능형 산림환경 분석기술 개발 및 산림치유 환경정보 지도 구현

리빙랩을 통한 산림치유 최적 환경 모델·이용기술 개발

* 사용자 대상 숲 환경 이용 후 사용자 평가 의견수렴 예비조사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수요자 맞춤방식의 산림복지시설 이용 정보 추천 서비스 제공

* 연령, 테마, 지역 등 이용자 조건 검색에 맞춘 최적의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 정보 제공

국·공립·민간 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예계약시스템 제공

*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예계약 관리계정 제공(실시간 예·계약, 실적 통계 관리 기능 등)

플랫폼 이용자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콜센터 운영

* (민원) 예·결제 오류상담, 시설 이용 정보 문의, 각종 시스템 이용 불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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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활성화

힐링e숲기반개인특성(연령, 성별, 기저질환등)이나선호도(휴양, 질환완화, 재활등)에

따른프로그램추천, 이용객자가건강측정시스템등의기능구현및시범운영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개인 건강기록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따른 협의체 구성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숲길운동 추천을 위한 위치기반 산림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구축

* 산림헬스케어 기술 보급·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환류

지능형 산림환경 치유물질 탐지 측정센서 시작품 모니터링

산림치유 최적 환경 모델 기반 사용자 대상 추천서비스 시범운영

* 힐링e숲 앱 연계 사용자 위치기반 추천서비스 활용 방안 모색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립·민간 가맹시설 가입율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권역별 플랫폼 가입 설명회 개최(시스템 순기능 및 가맹점 특전 등 안내)

국민체감형 산림복지 정책 온라인 홍보매체로 운영방안 모색

* 유익한 산림복지 정책 및 산림복지 효과성 전문자료 게시

산림복지 통계, 대외 동향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정보 정기적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 유형별 분류 및 인포그래픽 자료 (산림청·진흥원 통계자료)

* 국민 여가 트렌드, 산림복지 동향 및 키워드 분석 자료 (빅데이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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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5년도 계획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활성화

힐링e숲기반개인특성(연령, 성별, 기저질환등)이나선호도(휴양, 질환완화, 재활등)에

따른 프로그램 추천, 이용객 자가건강측정 시스템 활성화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개인 건강기록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홍보 확대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이용객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천모델 서비스 효과검증

* 산림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의 지역사회 보급·적용, 숲길운동 프로그램 추천·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

산림복지시설 내 지능형 산림치유환경 측정·분석 시제품 개발

힐링e숲 앱 연계 위치 기반 산림치유환경 추천 서비스 최적화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이용자 및 국·공립·민간 가맹시설 증가를 대비한 시스템 안전성 강화

* 보안장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서버용량 확충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고도화

* 초기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오류 보완, 이용 편의성 및 기능 개선

민간 앱(App)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 행자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연계, 대중적 활용도가 높은 민간 포털앱과 연결

【국민】
ó

【원사이트토털시스템】
ó

【플랫폼:서비스 제공자】
이용 접속 네이버·카카오 민간 포털 예약관리/서비스 제공

* 유사사례(KTX예약) : 국민 ↔ 네이버·카카오 예매 ↔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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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활성화

힐링e숲기반개인특성(연령, 성별, 기저질환등)이나선호도(휴양, 질환완화, 재활등)에

따른 프로그램 추천, 이용객 자가건강측정 시스템 활성화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개인 건강기록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홍보 확대

마이테이터 확보를 통한 DB 구축 및 활용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생활밀착형 숲길운동의 지역사회보건 시스템을 연계한 산림 헬스케어

R&D 기술 확산

* 맞춤형 산림치유 추천 서비스의 지역보건 시스템 연계·활용

지능형 산림환경·치유물질 탐지 측정·분석 시스템 도입 운영

증상에 맞는 추천서비스와 연계한 숲길 처방화 모델 개발

* 대사증후군 증상 관련 의료기관 진료지침과 연계한 숲길 처방 개발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국립·공공·민간시설까지 아우르는 국내 유일 산림복지 플랫폼 역할 수행

* 산림 여가 문화 확산에 맞춘 산림복지 콘텐츠 다양성 확보로 고객 선택권 확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역관광 지원사업 등에 서비스 제공자 연계

* (예시) 관광공사 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경상북도 경북e나들이 투어사업 등

산림복지 상품권, 산림복지 이용권 연계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개선

* 서비스 제공자를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하여 고객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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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활성화

힐링e숲기반개인특성(연령, 성별, 기저질환등)이나선호도(휴양, 질환완화, 재활등)에

따른 프로그램 추천, 이용객 자가건강측정 시스템 활성화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개인 건강기록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홍보 확대

마이테이터 확보를 통한 DB 구축 및 활용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R&D) 기술 상용화

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분야 융·복합을 통한 민간 사업화 활용 지원

* 기술이전·보호를 통한 민간 산림관광, 숲길 빅데이터 등에 활용, 숲길운동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지능형 산림환경·치유물질 탐지 측정·분석 기술 민간 이전 추진

* 민간주도 전국단위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환경 조사 체계 구축

민간기업 연계 ‘힐링e숲’앱 활용 1:1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산림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가맹시설 진입 요건 개선을 통한 제공 서비스 다양화 도모

* (기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 (확대) 산림기반 콘텐츠 제공업(휴양, 문화·전시, 레저업)

플랫폼 가입자(시설) 인근 정보 제공으로 체류형 산림복지 여가문화 촉진

* 지역관광, 탐방, 문화행사, 이벤트, 산림복지지원정책(바우처) 등

* 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공개, 관련 웹페이지 링크 연결로 세부 정보제공

누적된 플랫폼 이용 정보 수집 분석으로 산림정책 반영 적용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국민의 이용 행태, 경향 등 분석하여 근거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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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Ⅲ-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공통)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8.6점 조사예정 98.7점 98.8점 98.9점 98.9점 99.0점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R&D

숲길운동 
알고리즘 개발
및 현장실험

숲길운동 
알고리즘 개발
및 현장실험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시스템의 

시범운영·환류

이용객 특성별
추천모델

지역사회 확산

맞춤형
서비스 

지역보건 연계

민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확산

치유물질
감응센서
시스템 개발

치유물질
감응센서

시스템 개발

지능형
산림환경
분석기술 개발

시작품 
모니터링

시제품 개발
산림복지시설 내
지능형 치유환경
측정 시스템 도입

지능형 치유환경
측정 기술
민간 이전

사용자 
의견수렴
플랫폼 

시범운영

사용자 
의견수렴
플랫폼 

시범운영

증상에 맞는 
최적 치유환경
추천 서비스 
모델 개발

증상별 최적 치유환경
추천 서비스 모델 고도화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신규> 조사예정 o 전년 대비 개선도 20% 적용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가입자 수

<신규> 조사예정 2개 4개 8개 16개 32개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Ⅲ-9.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공통)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98.7점
• ❶ 안전사고 발생 점수(25%) ❷ 중대재해 발생 점수(25%)❸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25%) ❹ 시설 환경 만족도(25%)
• 상세내용 p. 32 참고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R&D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 민간기업의 정보기술 활용 산림복지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치유물질
감응센서

시스템 개발

• 산림청 R&D 연구과제 협약서의 연차별 목표 부여에 따름
 * 피톤치드(α-pinene) 측정을 위한 치유물질 감응센서 시스템 개발

사용자 의견수렴
플랫폼 시범운영

• 산림청 R&D 연구과제 협약서의 연차별 목표 부여에 따름
 * 사용자 중심 최적 치유 환경 평가를 위한 GIS 기반 플랫폼 시범운영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80점
•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국민의 만족도 측정
• 전년 대비 개선도 2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 20%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가입자 수

2개
• 국·공립·민간 산림복지시설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합적 

정보제공이 되도록 도전적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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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Ⅳ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혁신경영 정착

전략방향 개요 

 추진 현황 

현 정부는 효율화, 재무건정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중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과 직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에 노력 추진(청렴도 3등급)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며 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축

 추진 필요성

정부 혁신 가이드 대응을 위해 핵심기능 중심 재편 필요

국민과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확립 필요

직원 스스로 혁신 성과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능력 중심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이 요구됨

위기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ESG경영 실천에 기반한 조직운영 관리가 필요

 추진방향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혁신과제 수립 및 이행노력 강화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및 반부패
경영역량 강화

조직 내 자율적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성과 확산

진흥원의 비재무적 가치를 높이며 서비스 생산성 등 경영성과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경영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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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Ⅳ-1 효율성-ESG 등 자율·혁신 강화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10-①)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이행

신규사업, 핵심업무 등을 고려한 정기 증원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도출 및 효율화

핵심업무별 분장업무 지속 검토 및 개정을 통한 R&R운영 강화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실행과제 10-②)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산림복지를 위한 ESG 경영시스템 확립 및 운영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전략 추진 및 자율운영체계 구축

기관특성에 맞는 ESG 분야별 지표 발굴 및 지표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

K-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국내·외 지표 변화 모니터링 및 반영

(실행과제 10-③) 다양한 리스크 환경의 대응역량 강화

미래 재무환경 위험 예측 및 대응, 중장기 재무계획 관리･운영 등

선제적 재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건전성 확보

시설운영 활성화 및 정부예산 추가 확보 노력 등을 통한 수입 증대,

경비·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운용 효율화 제도 도입·시행

사업계획 및 경영목표 달성 중심의 합리적 예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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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제 10-④)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운영 데이터 중심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데이터로 일하게 하는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산림복지 생태계 스마트 행정 추진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안 마련

신규사업, 핵심업무 등을 고려한 정기 증원 추진 계획 수립

조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로 조직운영 효율화 도출

핵심 업무별 분장업무 지속 검토 및 개정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기관 사업별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ESG 추진전략 수립

* 대내외 ESG 환경 분석을 반영한 ESG 비전·목표 등 전략체계 롤링

* 신임 기관장의 경영의지를 반영한 ESG 비전 선포 및 중장기 로드맵 설정

ESG 경영 수준 자체진단을 위한 ESG 종합지수 신설

- 각 분야의 전략 및 실행과제별 핵심지표 발굴 및 시급성·중요도 등에 따

라 가중치 배분을 통하여 Fowi형 종합지수* 개발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활용 등 이행 수준 1∼3단계(Positive∼Negative) 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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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내부평가 지표 연계 및 실행력 강화계획 수립

K-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국내·외 지표 변화 모니터링 및 반영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정선 제고

상황별 위기대응계획(Contigency Plan)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무･예산 운용체계 기반 마련

국정과제, 진흥원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노력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체계 구축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재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회계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노력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데이터·프로세스 개선 중심 경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ISP) 수립 추진

통합 예·계약 안정화를 통한 접점 서비스 디지털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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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4년도 계획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안 마련 및 이행

신규사업, 핵심업무 등을 고려한 정기 증원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정기적 조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 및 효율화 도출

핵심업무별 분장업무 지속 검토 및 개정을 통한 R&R운영 강화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사업별 ESG 역량 강화를 위한 ESG 경영체계 고도화

* 그린경영 시스템 선진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투명·청렴 거버넌스 확산 등 분야별

ESG 추진을 위한 경영·사업구조의 개편 및 고도화

ESG 추진의 모멘텀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운영 및 확대

* 경영전략 연계한 ESG 중심 조직개편 추진 및 ESG 전담조직 신설

* 핵심업무별 ESG위원회 참여 확대 및 외부 이해관계자 구성 확대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정선 제고

위기대응계획(Contigency Plan) 기반의 단계별･사전적 대응 계획 마련

국정과제, 진흥원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노력

부서별 예산절감 실적과 연계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자발적 예산절감

유도 및 책임성 강화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예산운영 기준 재무 효율성·내부 통제 강화 시스템 구축

실시간 경영통계를 위한 통합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민간 산림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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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5년도 계획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안 마련 및 이행

신규사업, 핵심업무 등을 고려한 정기 증원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정기적 조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 및 효율화 도출

핵심업무별 분장업무 지속 검토 및 개정을 통한 R&R운영 강화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ESG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양성

* ESG 중심 KPI 발굴 및 내부평가 연계 등 평가체계 구축 및 강화

* 환경, 상생, 안전 등 분야별 인적자원의 발굴 및 교육 지원 등 육성

ESG 자율경영시스템 정착을 통한 ESG 우수기관으로의 도약

* ESG 발전위원회, 아이디어 공모 등 직원 참여 기반 운영체계 활성화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고도화 발간 및 K-ESG 우수 성과 창출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정선 제고 

신규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한 재무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정과제, 진흥원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노력

예산사업 세분화, 전략적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 집행 모

니터링을 통해 필수 집행 소요 파악 및 환류활동 강화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사업비 정산 효율화를 위한 거래관리 시스템 구축

신기술 적용 기반 단위 사업 시스템 고도화 및 재구축

산림복지 민간 사업자 지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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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안 마련 및 이행

신규사업, 핵심업무 등을 고려한 정기 증원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정기적 조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 및 효율화 도출

핵심업무별 분장업무 지속 검토 및 개정을 통한 R&R운영 강화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대내외 ESG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기관 이미지 제고

* ESG 공시 추가항목 발굴 및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제고

* 홈페이지, SNS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ESG 사업성과 확산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정선 제고

재무위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지표 재설정, 핵심

위험 관리지표 선정, 리스크별 맞춤 대응체계 강화

국정과제, 진흥원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노력

예산절감, 집행효율화 방안 공모를 통해 재정절감 문화 내재화 유도

사업성과 분석, 사업비 집행실적과 연계한 예산 편성방향 수립 및

합리적 예산 운용 추진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경영데이터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지식정보 시스템 추진

진흥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통합 채널 구축

PDCA 기반 분석·통제강화를 위한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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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과제 이행 강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안 마련 및 이행

신규사업, 핵심업무 등을 고려한 정기 증원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정기적 조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 및 효율화 도출

핵심업무별 분장업무 지속 검토 및 개정을 통한 R&R운영 강화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협력사/고객사 등 ESG 가치 전파를 통한 ESG 선도기관 도약

* 협력사 등 ESG 진단을 통한 지원 분야 발굴 및 컨설팅 지원

K-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국내·외 지표 변화 모니터링 및 반영

기관특성에 맞는 ESG 분야별 지표 및 사업 확대 발굴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정선 제고

위기대응계획(Contigency Plan) 시스템 고도화, 핵심 위험에 대한 전

사차원 유기적 대응으로 중장기 재무위험 최소화

국정과제, 진흥원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노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하여 수익성 강화

ICT 기반의 경영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생산성 강화

경영지식정보기반 경영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전사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산림복지 포털 구현

전자정부 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 통합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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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Ⅳ-10. 효율성·ESG 등 자율·혁신 강화

(공통) 진흥원 

혁신 지수
87.4점 조사예정 89.2점 90.6점 92.0점 93.2점 95.0점

사업비 집행률 100% 조사예정 100% 100% 100% 100% 100%

일반관리비 관리 0.061 조사예정 0.061 0.061 0.061 0.061 0.061

사업수행 효율성 105,014 조사예정 105,014 105,014 105,014 105,014 105,014

경영지원 체계

고도화 모델 구축

신규 ERP 도입

PI/BPR 추진

신규 ERP 도입

PI/BPR 추진

정보화 전략

(ISP) 수립

경영·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거래·관리

시스템 구축

대국민 원스톱

통합 채널 구축

전사 데이터 

융합 산림복지 

포털 구현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Ⅳ-10. 효율성·ESG 등 자율·혁신 강화

(공통) 진흥원 

혁신 지수
87.4점

• ❶ 종합 청렴도 ❷ 혁신계획 이행률 ❸ ESG 종합 지수❹ 임직원 내부 만족도 ❺ 가치체계 내재화 점수
• 상세내용 p. 33 참고

사업비 집행률 100%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재무예산성과 목표수준으로 설정 

 * 산식 :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예산현액 

일반관리비 관리 0.061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재무예산성과 목표수준으로 설정 

 * 산식 : 일반관리비 ÷ 매출액(또는 예산액) 

 **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에 표준편차를 적용

사업수행 효율성 105,014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재무예산성과 목표수준으로 설정 

 * 산식 : 순사업비 ÷ 평균인원 

 **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에 표준편차를 적용

민간기업 연계

서비스 모델 개발

정보화 전략

(ISP) 수립

• 소요 예산산출, 미래전략 수립 등 경영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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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Ⅳ-2 국민 신뢰의 책임·투명 경영 정착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11-①)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실천․소통하는 청렴․윤리문화 조성 및 공감대 확산

내부견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패발생 사전 차단

기본 준수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창의적 윤리경영 성과 창출

(실행과제 11-②) 성과·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경영목표 달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 구축·운영

전 직원 직무급 도입 및 비중 확대를 통한 연공성 완화

(실행과제 11-③)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관리체계 고도화

디지털 취약점 보완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지능화된 보안관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 업무환경 조성

(실행과제 11-④)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국민이 신뢰하는 능동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경영활동 전반의 투명한 공개 및 국민 지향형 이용 편의성 제공

Negative 원칙의공공데이터개방이행·품질관리체계구축으로활용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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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가.  2023년도 계획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기관장의 윤리 리더십 강화 및 소통 채널을 활용한 윤리문화 저해

요인 발굴·관리

채용,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지역단위 청렴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 협업활동 확대

성과·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조직 및 직원 생산성 강화를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 개선

- 성과관리 대상 생산성 진단을 통한 효율적 역량강화 관리체계 마련

- 조직 역량진단을 통해 수준별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전 직원 직무급 확대 등 고도화를 통한 연공성 완화

직무급 운영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체계 재정비

노후화 및 인증 만료 보안장비 교체로 보안위협 대응수준 강화

통합보안관제 플랫폼 운영으로 보안위협 분석·대응체계 마련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정보공개 관련 담당 T/F구성 및 상시 운영

‘국민이 많이 찾는 정보’를 분석하여 ‘사전정보제공’ 지정․상시 공표

전사 정보시스템 DB메타정보 개발 및 개방정책·계획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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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소통채널을 활용한 윤리문화 저해 요인 발굴․관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내부감사시스템 구축으로 감사활동의 공간적

제약 개선

MZ세대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직원이 공감하는 캠페인 운영

성과·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온라인 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조직․개인 평가결과 연동형 One-stop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

- 성과․직무 연계 진단결과를 통한 맞춤형 매칭교육 실시

지속적인 직무급 비중 확대를 통한 정부 지침 준수

직무급 운영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재수립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국제표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27001) 구축

주요 보안장비 이중화 구축으로 무중단 대국민 서비스 운영

IT신기술 활용한 차세대 보안장비 도입으로 네트워크 보안 강화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행정 자료를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

경영공시 내부시스템 안정화 및 상시 오류 점검 기반 마련

전사 정보시스템 DB 개방(30%) 및 품질관리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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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5년도 계획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윤리경영 포상 및 평가체계(부서·개인 청렴도평가) 고도화로 직원 실

천력 제고

외부 회계감사, 재정 누수 모니터링 등 재정 건전성 지속 제고

국민․고객이 함계하는 윤리경영 캠페인 실시

성과·직무 중심의 인사·보수 제도 개선

쌍방향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받는 조직 성과평가체계 구축

- 온라인 소통 채널 개설로 상시 성과평가 개선 의견 및 제안 접수

- 성과관리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성과평가체계 운영

직무급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점검 및 발굴

직무 분류체계 진단 및 재평가를 통한 제도 안정적 운영 노력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27701) 구축

인공지능(AI) 접목 보안관제로 보안위협 자동 분석․대응체계 마련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적용한 개인․가명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품질 제고 및 처리 근거 명확화

담당자 상시교육과 연계한 공시관리시스템 내재화 및 운영

전사 정보시스템 DB 개방(50%) 및 품질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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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사내 포이 윤리문화제를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청렴문화 전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들기’ 적극행정 문화 정착

적극행정으로 국민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성과·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현장조직 중심 성과평가체계 운영으로 성과향상 조직문화 도모

* 조직별 성과관리 담당자 선발을 통한 성과관리 책임운영제 실시

* 각 조직별 성과관리 담당자 선발 및 대내외 교육을 통해 전문가 육성

직무급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점검 및 발굴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최고등급 달성

정보시스템 통합 보안진단 및 정보보호 중장기 계획 수립

생체인식 인증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OnePass 로그인 체계 도입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통합정보공개 중장기 관리체계 모색 및 정보공개 교육 강화

지속적인 점검·환류를 통한 정보공개평가 우수기관 공고화

전사 정보시스템 DB 개방(70%) 및 부서평가 연계를 통한 품질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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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강화

중장기 윤리경영 및 내부견제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소통․협업기반의 수평적 업무지원 방식으로 감사방식 체제 전환

민간 청렴․윤리경영 컨설팅 지원을 서비스제공자, 사립 산림복지

시설로 확대

성과·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합리적 성과관리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 및 보상

*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로 평가의 공정성 향상 도모

* 평가결과의 성과·직무 기여도 연계로 납득성 높은 보상체계 구현

직무급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점검 및 발굴

직무 분류체계 진단 및 재평가를 통한 제도 안정적 운영 노력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완벽한 신뢰 기반(제로 트러스트) 보안환경 조성

* (제로 트러스트) “0(zero) + 신뢰하다(trust)”, 누구도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개념,

철저한 인증․검증으로 적법한 사용자․기기만 접속을 허용하는 차세대 IT보안 모델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통합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통합정보공개 중장기 관리체계 수립 및 통합매뉴얼 배포

정보공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오류 없는 정보 공개 구현

전사 정보시스템 DB 개방(100%) 이행 및 실시간 개방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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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Ⅳ-11. 국민신뢰의 책임·투명 경영 정착

(공통) 진흥원 

혁신 지수
87.4점 조사예정 89.2점 90.6점 92.0점 93.2점 95.0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양호 등급 조사예정 양호 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평가점수
B 등급 조사예정 B 등급 A 등급 A 등급 S 등급 S 등급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60점 조사예정 67점 73점 80점 80점 80점

성과관리제도

종합만족도
81.5점 81.7점 83.5점 86.5점 87.9점 87.8점 89.1점

직무 중심

인사·보수체계 운영

직무급

고도화

직무급

고도화

전 직원 

직무급 운영

직무급 비중

15% 이상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고도화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개편안 적용

직무급 비중 

20%이상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Ⅳ-11. 국민신뢰의 책임·투명 경영 정착

(공통) 진흥원 

혁신 지수
87.4점

• ❶ 종합 청렴도 ❷ 혁신계획 이행률 ❸ ESG 종합 지수❹ 임직원 내부 만족도 ❺ 가치체계 내재화 점수
• 상세내용 p. 33 참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양호 등급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정부기관’ 평가군 

최고등급 유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평가점수
B 등급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전년도 평가수준 유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67점

• ’25년 80점(최상위 등급) 달성 후 최상위 등급 유지

 * 산식: (80 - 전년도 실적) / (’25-해당연도) + 전년도 실적

성과관리제도

종합만족도
83.3점

• 전년도 점수 대비 10% 개선도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 - 전년도 실적) x 10%

직무 중심

인사·보수체계 운영

전 직원

직무급 운영
• 보직자 및 비보직자 등 직무보수체계 확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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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Ⅳ-3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1  주요 내용

(실행과제 12-①)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근로자의 기본권 존중‧보장 및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의 열린 소통 활성화

노사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실행과제 12-②) 존중·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인재 육성 플랫폼에 기반한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기 진단·분석 및 환류체계 정립

신뢰·공감 기반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 및 체계 구축

(실행과제 12-③)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문화 구축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재인증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가정 균형과 직무만족도 제고

직원 니즈에 부합하는 복리후생제도 발굴 및 수준 진단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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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3년도 계획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선진화 중장기 계획 수립

소통채널 분야별 개선과제 도출로 상생 및 협력체계 강화

노사공동 워크샵 운영 등 노사 파트너십 증진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 강화(단체헌혈, 재난지역봉사 등 공동활동 증대)

존중·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포이인재상에 근거한 직급․직무별 교육훈련체계 수립 및 실행

신뢰·공감 중심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기회·역량강화 활동 확대

* 직급별 워크숍, 업무별 소통채널 신설, TF공식채널 전환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직원 대상 퍼실리테이션 교육 운영 및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 실시

* 워크숍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일하는방식 혁신과제 도출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재진단 내부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발굴

복리후생수준 진단 및 비금전적 복지제도 지속 개발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일대체 및 유연근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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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도 계획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

노사관계 이행점검 등 환류 체계 및 성과 점검 체계 구축

노사관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통한 노사공동 비전 설정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존중·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성과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조직활력 제고

실효성 있는 직원 소통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점검·관리체계 강화

* 총괄 담당부서 지정, 모니터링 정례화, 미조치 사항 논의절차 마련

조직문화 현황파악 및 정밀분석 위한 진단 TOOL 고도화

* 이전 진단값을 바탕으로 개선점 도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 계층(직급,직군 등)/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기획 수립

* 원활한 소통 방법 교육 및 리더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방안 수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가족·여가친화 문화 확산, 직원 니즈 반영 신규 프로그램 발굴

소속기관별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복리후생수준 진단 및 분석

기관별 복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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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5년도 계획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변화 대응 위한 제도 진단 및 재정립

노무역량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 주도의 정례적인 노사협력 프로그램 추진 확대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존중·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Best HRD인증 획득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 체계 마련

국민·직원이 체감하는 소통채널 운영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 알리기 위한 가시화·사건화·습관화 등 다양한 활동 운영

* 조직문화 캘린더 제작, 개선과정 공유, 성공/실패사례 공유·발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 보완(계속)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 계층(직급,직군 등)/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기획 수립

* 원활한 소통 방법 교육 및 리더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방안 수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정부인증 통한 가족친화제도 개선성과 점검

복리후생수준 진단 및 비금전적 복지제도 지속 개발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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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6년도 계획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실현 위한「노사관계 우수기업」인증 추진

모범적 노사문화 실천을 통한 성과 창출 유지

노사소통 채널 재정비를 통한 노사공동 현장 고충처리 기반 마련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존중·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Best HRD인증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문화 보완 개선

구성원 간 공동의 가치 및 신념을 공유하는 소통문화 내재화

스마트워크 기반 협업 중심의 애자일 조직·사내벤처 운영 검토

조직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방안 수립

*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서비스 운영

* 회사 정책/비전 문화 캠페인 홍보 지속

* 효과·효율성 점검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반영 및 보완 계획 수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소통 기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고도화

복리후생제도 성과 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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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7년도 계획

협력·소통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

상시 근로조건·노사관행 개선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연수 등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확대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이사제 운영

존중·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활성화

성과중심의 인사혁신방안 지속적 고도화를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다양한 접근방식의 조직문화 개선으로 FoWI 고유문화 정착

* 본원-소속기관 공동목표 공유·협력, 전 구성원 ‘FOWI’문화 내재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문화 완성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복리후생수준 진단 및 비금전적 복지제도 지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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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별 목표지표

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2

’23 ’24 ’25 ’26 ’27
목표 실적

 Ⅳ-12.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공통) 진흥원 

혁신 지수
87.4점 조사예정 89.2점 90.6점 92.0점 93.2점 95.0점

인사만족도 75.7점 조사예정 78.1점 80.3점 82.3점 84.1점 85.7점

노사협력지수 79.8점 조사예정 81.8점 83.6점 85.2점 86.7점 88.0점

일․생활균형지수 75.9점 조사예정 78.3점 80.4점 82.4점 84.2점 85.8점

조직활력지수 64.2점 조사예정 67.8점 71.0점 73.9점 76.5점 78.85점

복리후생 만족도 4.28점 조사예정 4.32점 4.36점 4.40점 4.44점 4.48점

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Ⅳ-12.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공통) 진흥원 

혁신 지수
87.4점

• ❶ 종합 청렴도 ❷ 혁신계획 이행률 ❸ ESG 종합 지수❹ 임직원 내부 만족도 ❺ 가치체계 내재화 점수
• 상세내용 p. 33 참고

인사만족도 78.1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10%

노사협력지수 81.8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10%

일․생활균형지수 78.3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10%

조직활력지수 67.8점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 X 10%

복리후생 만족도
전년 수준

유지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 산식 : 전년도 실적 + (5-전년도 실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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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류 등 관련 계획

1 이행상황 점검계획

PDCA 기반 모니터링 체계 운영

계획․실행․점검․환류 체계(PDCA) 기반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상시․

정기 점검 프로세스 수행

단  계 프 로 세 스

PLAN

전사
경영목표

• 미션 검토
• 환경 분석

• 기관 비전 도출
• 경영목표 도출

• 경영전략 수립
• 사업전략 수립

목표 및
KPI 확정

• 구성원 의견수렴 및
공감대형성

• 사업별 목표 설정

• 사업 전략지표
부서 지표와 연계

• 부서별 목표 설정

• 평가산식 선정
• 평가 가중치 선정

DO

실  행
• 사업별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 실행과제(Action Plan)
수립∙운영

• 조직자원배분
• 예산성과관리

모니터링
• 주∙월별 실적점검(단기)
• 분∙반기 실적점검(중기)

• 목표달성 점검
• 실행노력 점검

• 모니터링 및 피드백

CHECK 평  가
• 평가계획 수립
• 실적결과 취합

• 사업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점검

• 평가결과 정리
• 평가결과 공개

ACT 결과활용
• 사업성과 분석
• 개선사항 도출

• 공유 및 환류 • 차기 사업계획 반영

전략단계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으로 실행력 극대화

전략단계 관리책임자 전략 실행활동 성과관리

경영목표
진흥원장
(이사장)

·임원회의, 현안점검회의, 조직장 활동사항 보고, 현장
경영 등을 통한 추진현황 점검 및 비전·경영방침 공유

기관장
경영계약

전략방향 본부장 및 
실장

·소관 본부(실) 중점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주간회의, 연구그룹회의 시 모니터링

본부(실)
성과계약전략과제

실행과제 부서장
·부서 사업계획에 전략성과목표 반영, 부서 실행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

부서
성과계약

실천과제 과제 담당
·세부실천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개인 성과목표
설정 및 점검(MBO)

개인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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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환류체계

경영목표 추진실적 평가 및 보상체계

성과관리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

▶

미션 ․ 비전 외부평가 소속기관 업적평가

개인
환류

성 과 급
경영성과계획서
기관발전 기여도 인   사

중장기 전략체계 승   진
부서 업적평가

교   육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기관발전 기여도부서 핵심성과지표

(KPI) +
부서원 업적평가

조직
환류

조   직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업적․  직무난이도 등급부서원 성과지표 예   산

역 량 평 가 인   력

핵 심 가 치 공통 + 리더십 + 직무역량
전략․  협력도 등급 사업계획

관리체계 개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환류 프로세스

경영목표 추진실적 피드백

경영목표에 대한 내부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급, 승진, 이동 등

인사제도와 연동시킴으로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지표 담당부서별 지속적인 자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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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장기 경영목표 총괄 요약표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58개

성과지표

2022년 실적

(또는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정책과제 연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Ⅰ.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경영목표 산림복지 활성화 지수 조사 예정
(목표 95.0점) 97.6점 97.7점 97.8점 98.0점 98.1점

Ⅰ-1.

국민 맞춤형

산림교육 다양화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실적
(신규) / 조사 예정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국정과제-70>

임업인 소득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국정과제-45>

100세 시대 

건강, 돌봄 체계 

강화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정과제 1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탄소중립 숲교육

운영실적
(신규) / 조사 예정  • 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도 10% 적용

산림교육서비스 

품질 개선도
(신규) / 조사 예정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5% 상향 적용

고객만족도

(PCSI)
93.0점 93.7점 94.3점 94.9점 95.4점 95.8점

Ⅰ-2.

건강증진 중심

산림치유 활성화

스트레스 개선지수 (신규) / 조사 예정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5% 상향 적용

산림치유  

협력사업 건수
10건 11건 12건 13건 14건 15건

항노화 운영실적 1,000명 1,100명 1,210명 1,331명 1,464명 1,610명

숲태교 운영실적 18% 20% 22% 24% 26% 29%

Ⅰ-3.

사회적 배려계층

서비스 강화

바우처 만족도 조사 예정
(목표 90.7점) 91.6점 92.4점 93.2점 93.9점 94.5점

바우처 사용

편의개선

바우처 수혜자

확대(4→5만명)

모바일신청

서비스도입

이용권

홈페이지 개편

고객지원센터 

챗봇 도입

대중교통 연계

상품 개발

이용권 어플 

개발 및 운영

사회적배려계층

교육 만족도
조사 예정

(목표 89.7점) 90.7점 91.6점 92.4점 93.2점 93.9점

소외계층

수혜 집중도
조사 예정

(목표 83.3%) 84.1% 84.9% 85.7% 86.4%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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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58개

성과지표

2022년 실적

(또는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정책과제 연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Ⅱ.
지 속 가 능 한 

산림복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경영목표 산림복지 상생협력 지수 조사 예정
(목표 90점) 98.0점 98.2점 98.3점 98.4점 98.5점

<국정과제-61번>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국정과제-55번>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 

강화

<국정과제-32번>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처 

생태계 구현

<국정과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정과제 45번>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

Ⅱ-1.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류 

확대

산림관광

활성화지수
조사 예정

(목표 80.2점) 82.2점 83.9점 85.5점 87.0점 88.3점

산촌주민

삶의질 향상도
조사 예정

(목표 78.4점) 80.6점 82.5점 84.3점 85.8점 87.2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조사 예정

(목표 74.5점) 77.1점 79.4점 81.4점 83.3점 85.0점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지역상생

계획수립

오픈캠퍼스

운영관리

미래인재 

육성 통합

매뉴얼 마련

산ㆍ학협동

현장훈련

교육과정 개발

산ㆍ학연계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산ㆍ학ㆍ연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Ⅱ-2.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내실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수
581건 610건 640건 672건 706건 741건

10,900명 14,200명 18,300명 25,000명 32,700명 42,500명
종사자 전문교육 

수료 인원

0.020 0.0158 0.0229 0.0333 0.0495 0.0773전문교육 효율화(점)

16.9% 17.0% 17.5% 17.8% 18.8% 20.2%전문업 인증

보유율

90.6점 91.5점 92.4점 93.2점 93.9점 94.5점
전문업 서비스

만족도

Ⅱ-3.

민-관 협렵 

기반의 R&BD 

활성화

우수 학술

발표 실적
2.5점 3점 3.6점 4.3점 5.2점 6.2점

산림치유자원

신규조사항목수
5종 6종 7종 8종 10종 12종

치유식단 

개발건수(누계)
7건 9건 12건 15건 18건 21건

민간기업 연계
서비스 모델 개발

산림치유
지수‧추천

서비스 개발

민관 데이터
공동연구
기반 구축

이용객 특성별
추천모델

서비스 개발

맞춤 운동 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추천

민관 연계
관광 테마

추천 서비스

산림 공간 연계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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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58개

성과지표

2022년 실적

(또는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정책과제 연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Ⅲ.
모두가 안전

하고 편리한 

산림복지

환경 조성

경영목표 산림복지 환경 최적화 지수
조사 예정

(목표 98.6점)
98.7점 98.8점 98.9점 98.9점 99.0점

<국정과제-70>

임업인 소득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 49번>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국정과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Ⅲ-1.

안전 통합 관리

체계 고도화

안전사고발생율 0% 0% 0% 0% 0% 0%

재난사고 
인명 피해율 0% 0% 0% 0% 0% 0%

이용객 안전사고 
감소노력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누계) 7개소 9개소 9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안전활동수준평가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S등급 S등급

Ⅲ-2.

산림복지 체험

환경 조성·개선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

조사 예정
(목표 8.7㎡/인) 9.7㎡/인 10.5㎡/인 11.4㎡/인 12.4㎡/인 13.5㎡/인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도

조사 예정
(목표 94.0점) 94.3점 94.6점 94.9점 95.1점 95.4점

보행약자
산림접근성 지수

조사 예정
(목표 92.1점) 92.5점 92.9점 93.2점 93.6점 93.9점

산림복지시설 확대 16개소 21개소 23개소 24개소 24개소 24개소

BF인증 시설 확대 5개소 10개소 15개소 22개소 26개소 26개소

Ⅲ-3.

스마트한 일상 속 

건강관리 실현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R&D

숲길운동 
알고리즘 개발
및 현장실험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시스템의 

시범운영·환류

이용객 특성별
추천모델

지역사회 확산

맞춤형
서비스 

지역보건 연계

민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확산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R&D

치유물질
감응센서

시스템 개발

지능형
산림환경

분석기술 개발

시작품 
모니터링 시제품 개발

산림복지시설 내
지능형 치유환경
측정 시스템 도입

지능형 치유환경
측정 기술
민간 이전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R&D

사용자 
의견수렴
플랫폼 

시범운영

증상에 맞는 
최적 치유환경
추천 서비스 
모델 개발

증상별 최적 치유환경
추천 서비스 모델 고도화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신규)  •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 20% 상향 적용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가입자 수 (신규) 2개 4개 8개 16개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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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58개

성과지표

2022년 실적

(추정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정책과제 연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Ⅳ.
공공가치

선도의 책임

및 혁신경영

정착

경영목표 진흥원 혁신지수 조사예정
(목표 87.4점) 89.2점 90.6점 92.0점 93.2점 95.0점

<국정과제-11번>

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체계 확립

<국정과제-14번>

공정하고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과제-15번>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국정과제 33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국정과제 51번>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Ⅳ-1.

미래수요 대응의

자율·혁신 강화

사업비 집행률 조사예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관리비 관리 조사예정
(목표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사업수행 효율성 조사예정
(목표 105.014) 105,014 105,014 105,014 105,014 105,014

경영지원 체계
고도화 모델 구축

신규 ERP 도입
PI/BPR 추진

정보화 전략
(ISP) 수립

경영·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거래·관리

시스템 구축

대국민 원스톱
통합 채널 구축

전사 데이터 
융합 산림복지 

포털 구현

Ⅳ-2.

국민신뢰의 책임

·투명 경영 정착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조사예정
(목표 양호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양호 등급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평가점수

조사예정
(목표 B등급) B 등급 A 등급 A 등급 S 등급 S 등급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조사예정
(목표 60점) 67점 73점 80점 80점 80점

성과관리제도
종합만족도 81.7점 83.5점 86.5점 87.9점 87.8점 89.1점

직무 중심
인사·보수체계 운영

직무급
고도화

전 직원 
직무급 운영

직무급 비중
15% 이상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고도화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개편안 적용

직무급 비중 
20%이상

Ⅳ-3.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현

인사만족도 조사예정
(목표 75.7점) 78.1점 80.3점 82.3점 84.1점 85.7점

노사협력지수 조사예정
(목표 79.8점) 81.8점 83.6점 85.2점 86.7점 88.0점

일․생활균형지수 조사예정
(목표 75.9점) 78.3점 80.4점 82.4점 84.2점 85.8점

조직활력지수 조사예정
(목표 64.2점) 67.8점 71.0점 73.9점 76.5점 78.85점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예정
(목표 4.28점) 4.32점 4.36점 4.40점 4.44점 4.4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