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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이 보고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FoWI)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진흥원은 2021년 3월에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당해 7월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이번 보고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문으로 발간되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고 기준 및 검증 기준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의 핵심적(Core) 부합 방식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 정보의 보고 기준 및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에 의거합니다. 

보고 기간 및 경계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의 성과를 

포함하였습니다. 일부 정량 성과의 경우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3개년 

성과를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검증 

보고된 활동 및 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검증의견서 (12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 

발행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FoWI)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전화 042-719-4014

담당부서 경영기획본부

홈페이지 www.fowi.or.kr

전자우편 ytw4682@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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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두 번째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에게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산림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산림치유원, 숲체원, 치유의숲, 연구개발센터 등 

17개의 국립산림복지시설을 전국에서 운영하며 최고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의 신체적·정서적 부작용이 사회 현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흥원은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산림복지서비스로 건강한 숲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착공되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 국립김해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목구조 건축물로 

건립하여 환경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제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산림복지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며 탄소중립 산림교육의 운영으로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나 

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산림복지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IoT 등 4차 산업과 결합한 산림문화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여 

산림복지의 저변을 확대하며 나눔숲과 나눔길 사업으로 포용적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EO Message

건강한 숲에서 국민에게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여  

산림복지분야의 ESG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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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림복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진흥원은 전문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소통과 성장 단계별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원활히 하여 산림복지 전문업의 창업과 운영에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산업 

생태계가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인 경영과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공정한 운영과 법규를 준수하는 윤리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경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여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산림복지 진흥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을 건강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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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 4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 현황

설립 일자 2016년 4월 18일 기관장 이창재

설립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무 기관 산림청

공공기관 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본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조직구성

본원     3본부, 3실, 18팀

소속기관     1산림치유원, 7숲체원, 7치유의 숲, 

1연구개발센터

임직원 수 477.5명

조직도

감사실

감사이사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부원장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대운산치유의숲

국립김천치유의숲

국립제천치유의숲

국립예산치유의숲

국립곡성치유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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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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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산림환경 기능 증진 사업

산림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국내·외 산림복지기관 

교류·협력

산림복지전문가 

자격 관리 및 연수

소외계층 대상 

바우처 발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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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 연혁

4.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국립횡성·칠곡·장성숲체원 운영

10. 18.

국립산림치유원 개원

2016.  

1. 1.

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

2. 2.

기타 공공기관 지정

4. 3.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운영

5. 18. 

국립양평치유의숲 운영

2017.  

6. 1. 

국립김천치유의숲 운영

7. 5.

국립예산치유의숲 운영

8. 22.

국립제천치유의숲 운영

10. 1.

국립곡성치유의숲 운영

10. 17.

국립대전숲체원 개원

2019.  

2. 6.

준정부기관 지정

2. 9.

국립대운산치유의숲 운영

11. 13. 

국립청도숲체원 개원

2018.  

11. 12. 

국립나주숲체원 개원
2020.  

1. 6.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개소

5. 12. 

국립춘천숲체원 개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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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안전사고 및 탄소배출

100%
산림복지 효과성

2배 창출
산림복지전문업 일자리

우수등급 달성
포이지속가능지수

미션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

비전

숲으로 국민의 행복을 잇다

슬로건

안전 자연감성 혁신 존중 윤리

경영목표

핵심가치

민간 산림복지 

전달체계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안전한 녹색인프라 

구축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고도화

	 안전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산림복지시설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지역사회	탄소저감형	

	 녹색공간	확대

	 대상별	최적의	

	 산림교육	제공

	 건강	증진	기반	

	 산림치유	활성화

	 현장중심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산촌·임업·지역과의	

	 산림복지	연계	확대

	 산림복지전문업의	

	 성장	지원	내실화

	 산림복지-정보기술	

	 서비스	융합·확산

	 공감하고	신뢰받는	

	 윤리경영	실현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현

	 지원·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	운영

전략과제

경영전략 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의 삶을 가꾸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숲으로 국민의 행복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과 산림복지의 효과성 극대화에 힘쓰며 

산림복지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장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전문 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 과제 12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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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WI 가치창출 프로세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상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치창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립해 효과적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선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R&D를 혁신하고 산림복지 전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복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숲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최고의 산림복지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 

건전한 경영 체계

 방만경영 개선 및 리스크 관리

 자체 수익 사업 발굴 및 재원조달 다변화

 이사회 내 ESG 분과 편성

윤리경영 체계 및 소통 확립

 윤리규범 위반 행위 관리·감독

 국민 참여형 경영 혁신

임직원 성장과 역량 강화

 직급별·직무별 전문교육 강화

 ESG, 4차 산업 등 핵심분야 인력 육성

즐거운 조직 문화 구축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FoWI 일하는 방식 확립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혁신

산림복지 시설 -정보기술 융합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IoT 환경 센서 설치 및 측정

 3D VR/AR 콘텐츠 개발

 헬스케어 R&D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개발

 공공 보유 데이터 민간 개방

 산림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산림복지 효과 분석체계 고도화

  산림복지서비스의 심리·정서 계량화 측정 개발

 산림치유자원 조사 및 효과성 검증 

 암환자 대상 치유 효과성 연구

Step 1.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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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녹색 인프라 조성

 나눔숲, 나눔길 등 취약계층 녹색 인프라 확충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 조성(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등)

친환경·안전 기반의 시설 운영

 감염병,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통합관리 체계 구축

 친환경 목재 활용,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관리

 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 시 위험 요인 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치유원, 숲체원, 치유의숲 등 시설 운영

 숲태교,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등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산림복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국가 인증 확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산림복지산업 생태계 구축

산림복지 전문기업 창업·육성

 창업~사업화, 전 단계 지원

 경영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산림복지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오픈 캠퍼스 연계한 청년 인재 육성

 신규 전문 일자리 자격 신설 및 양성

임업·산촌 활성화 지원

 전통적 1·2차 산업인 임업에 산림복지를 접목

 산촌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산림복지 특화마을 개발

 지역 명품숲-체험-먹거리가 있는 숲여행 개발

공공-민간 플랫폼 역할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자체, 기업, 민간과 문제 해결형 협력사업 운영

  공유자원 개발 및 기술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Step 4.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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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고도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 효과의 과학적 검증 체계 구축

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숲이 선물하는 푸른 건강, 

산림치유

질병관리,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가

숲에서 누리는 휴식과 즐거움, 

산림휴양

온 가족의 산림휴양 문화 확대, 

중장년의 일상 회복력 향상, 심신 재충전 

05. 중장년기

06. 노년기

중장년의 일상 회복력 향상, 심신 재충전 

숲이 선물하는 푸른 건강, 

질병관리, 스트레스 감소,

노년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복지의 혜택을 체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숲태교, 유아숲체험, 

산림레포츠, 산림치유 등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사업 프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 국립산림과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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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의 영원한 안식,  

수목장림

산림훼손 최소화

장묘 문화 인식 개선

07. 회년기

엄마 배 속에서 느끼는 첫 자연, 

숲태교

임신부 정서 안정, 

임신부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 증진

01. 출생기

숲에서 배우는 행복한 녹색감성, 

산림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 및 해소,

사회적·도덕적·심리적·신체적 능력 향상

03. 청소년기

사회적·도덕적·심리적·신체적 능력 향상

임신부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 증진

04. 청년기

숲에서 느끼는 색다른 짜릿함, 

산림레포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건강 증진,

국민적 관심과 저변 확대

숲에서 느끼는 색다른 짜릿함,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건강 증진,

숲과 함께 자라는 아이, 

유아숲체험

신체·정서 발달, 학습 참여도 증가, 

사회성 증가

02. 유아기

신체·정서 발달, 학습 참여도 증가, 

숲에서의 영원한 안식,  

* 출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유아기와 산림교육>,국립산림과학원, 2018

<배우자와 함께 하는 숲태교프로그램이 

임신부의 정서 안정과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 2017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산림교육>, 

국림산림과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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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숲은 미래세대에게 

최고의 놀이터이자 

교실입니다.

청소년 탄소중립 숲교육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위

기와	숲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과	학

교	교육이	연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산림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	산림교

육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탄소중립의	의미와	산림의	

역할,	우리나라	주요수종의	탄소흡수량	등	다양한	지식	제공	및	탄소흡수량을	늘릴	수	있는	숲

가꾸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산림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된	가운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학교	숲교육을	하는	등	비대면	교육	프로

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해	산림교육서비스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를	지원과	탄소중립	중점학교	5곳을	지정하여	참여	인원을	늘리고	산림	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진흥원에서	제공한	탄소중립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9,898명이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에게	산림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후전 후

45.6점

65.2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체험, 탐방 등의 산림교육을 

함으로써 산림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숲에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얻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후전 후

57.4점

80.6점

탄소중립 관심도

탄소중립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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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정다운 숲교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애	학생의	증가와	관련	정책의	활성화로	특수학교의	규모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	학생의	야외체험활동	교육기회	제한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	정서적·심리

적	지원의	일환으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흥원은	2021년	8월,	장애	학생의	

일상	회복과	장애	학생	가족의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정다운	숲교실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7개	교육청	101개교,	1,456명(학생	839명,	가족	617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립숲체원을	비롯한	전국	9곳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숲치유	프로그램	등

을	진행하여	장애	학생과	가족	모두가	4.71점(5점	만점)의	높은	참여자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2021년	11월에	산림청,	교육부와	함께	장애	학생	및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는	교육대상을	10,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0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5개	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장애	학생과	가족,	교사의	

행복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숲교육	기반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산림생태감수성 능력 

41.4% 향상
참여자 만족도 

4.71점(5점 만점)

참가자 모집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체계도

산림청
사업기획

교육부
사업 참여 및 안내

복지
진흥원
사업추진

“목공예가  
레고 놀이만큼이나  

재밌어요.”

“솔방울과 나뭇잎으로  
표현한 내 얼굴이  

너무 좋아요.”

“자연물로 나뭇잎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니 더욱 즐거워요.”

“부모님과 함께 요가와  
명상을 하며 내 몸에  

집중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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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

자연이 주는 백신, 숲.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숲을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햇빛, 산소 등의 

산림환경요소가 가지고 있는 인체생리학적 안정, 스트레스 

지수의 감소 등 산림 치유 효과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증 

연구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로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과학적 

실증연구를 강화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치유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로드맵

치유효과 실증연구 강화 

(2021~2022년)	

•	보건의료	융합형	효과검증	강화	

•산림치유자원	DB	내실화	

•치유자원적	먹거리	개발·보급

산림복지 품질 강화 지원 

(2023~2024년) 

•산림복지의	과학적	근거	확보	

•최적	치유환경	모델	제시	

•치유음식	개발,	지역	브랜드화

제도권 진입 근거 확보

 (2025~2026년)  

•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진입	

•	숲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치유음식	연계	신사업	상용화

추진 

과제

만성질환	건강관리	모델	발굴,	치매예방	산림치유	효과	추적	조사,	산림자원	검증지표	발굴,		

최적화된	숲	환경	조사·분석,	기능성	치유식단	개발·검증,	건강한	식문화	보급	

추진 

인프라

산림복지	실증연구		

전담조직	정비

연구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핵심연구	민·학·연	협력체계	

연구사업	추진성과	모니터링

산림복지 실증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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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및 참여 프로그램 효과

직접 피해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생활치료센터

예방 프로그램 

자연물 활용 긍정정서 조성 

•소도구	마사지	테라피,	반려식물	심기·관찰키트로	마음돌봄

경북도청	지원팀	

횡성군청	안전팀	

울산중부소방서

관리 프로그램 

치유인자로 회복탄력성 향상 

•피톤치드	숲산책,	백색소음	해먹체험

서울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주의 프로그램

안정화기법으로 평온감 회복 

•이완기법과	숲다도,	나비포옹법

간접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1,248명	참여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상실감 회복 

•폐업	–	숲체험	

•폐업	예정	–	셀프치유	키트	제공

교육부	

특수교육원	

장애	학생	1,159명	참여

장애 학생 

위축된 사회성 완화 

•경증	장애	–	목공예	등	

•경·중증	장애	–	숲	오감체험	

•중증	장애	–	트래킹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케어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숲의	치유	효과를	적용한	숲케어를	브랜드화하고	유

관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	산림복지	전문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소진도,	공익성,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의	직접	피해	대상인	코로나19	대응인력*,	격리자와	간접	피해	대상인	소상공인,	장애	학생을	우

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산림복지시설	15개소에서	

숲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자의	심신	안정과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대응인력은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료진,	현장방역	공무원	등)을	지칭함

[대외 수상] 코로나19 의료진 심리회복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11,672명 참여

부정 기분 

34.5%감소

긍정 정서 

34.9%향상

74.69점74.69점

심리·정서 안정 14.2% 개선

65.39점

  업무에서 벗어나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코로나 방역 담당 공무원

참여 후

참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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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위험군, 번아웃 직장인, 환경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

서적·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수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돌발	상

황이나	폐쇄적인	근무	환경,	누적된	피로에	노출된	직장인과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트레킹,	해먹체험,	명상,	자연친화	식사	등	숲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한	재충전	대면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2021년	6월	산림청으로부

터	번아웃증후군	완화	프로그램	정부인증을	받았으며	스트레스	개선효과	입증	등을	통해	꾸준

히	산림복지서비스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	수

혜인원이	2020년	1만	5천	명에서	2021년	4만	9천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PTSD 예방·완화 생활스트레스 해소

대상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번아웃	직장인 환경성질환	아동

특성 위협·돌발	상황	노출 폐쇄적	근무환경 업무	피로	누적 아토피	등	심리위축

프로그램 숲	트레킹	등	신체활동
캠핑,	해먹체험	등	

산림휴양활동
숲명상,	EAP	프로그램 자연친화	체험·식사

협업내용
경찰청 예산 지원

경찰	756명(19회)

교정본부 예산 지원

수용동	근무자	173명(6회)

한국도로공사 모객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968명(27회)

공익재단 예산 지원

환경성질환	아동	

4,179명(39회)

효과

스트레스 지수 

38.0%
긍정 감정 

38.9% 
스트레스 지수

 59.8%
심리 불안 

31.0%

산림복지서비스 효과의 과학적 검증 체계 구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감염병,	만성질환,	우울증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서	산림복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산림

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효과의	과학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피

톤치드,	음이온	등	기존	산림치유자원의	조사·분석뿐만	아니라	경관,	소리,	햇빛	등	국민이	현장에

서	체감할	수	있는	자원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자원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수화·등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별	산림복지서비스에	적용

가능	하도록	약	24만	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의료	분야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

축을으로	실증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	검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효과의 
과학적 검증 체계 
구축

2020 20212020 2021

15천 명

49천 명

산림치유 수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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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효과성 검증 향상 추진 체계도

미션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

연구 비전 현장 중심 산림복지 정책의 과학적 실용화 연구센터

연구 목표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산림복지서비스 고도화 및 정책 지원

기본 방향

현장 중심 실증 조사·연구 현장 수집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림복지 효과 유의미성 규명

산림복지 실용화 연구 산림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연구 지원 

보건·의료적 효과 규명 산림복지서비스의 의료 연계를 위한 의과학적 효과 근거 확보

중점 과제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산림복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분야 간 융합연구 추진

1.  통합적 관점의 산림복지 조사.연구를 위한 분야 간 연계 강화

2.  최적 요인 발굴을 위한 ‘단위 활동‘ 중심 효과 유의미성 규명

산림복지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현장 

중심 실증연구 확대

3.  실측 데이터 중심 치유자원 경향분석 및 영향변수 간 상관분석

4.  근거 기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체험형 연구강화

산림복지 신뢰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적 효과 규명

5. 선도형 연구를 위한 사회문제 기반 3대 핵심 연구주제 선정

6. 산림복지 연구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연계 강화

연구 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체계 정비

7. ‘프로젝트 중심’의 산림복지 조사·연구추진 체계 확립

8. ‘연구자 중심’ 창의와 도전의 산림복지 탐구문화 정착

연구성과 관리 프로세스

산림복지

효과 규명

연구결과

게재·발표

연구가설

설정

연구가설

검증

최적요인

발굴

현장실증

연구

자체연구
현장 중심 

DB 수집

효과 기본 

근거 확보

위탁

연구

의과학적 

일상 연구

의료 연계

단초 마련

서비스

현장 적용

프로그램 

효과 검증

개발방향

제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모니터링

최적요인
대상·장소·

활동·인력

환경분석
연구동향, 

정책현안

효과분석 우수

미흡

표준모델

수정·보완

2021 2026

98.3% 100%

산림복지 효과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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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 데이터 개방 · 활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4차	산업의	가속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

되는	경영환경과	건강·환경	수집데이터	기반의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

트	산림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이	보유한	숲길의	산림치유자원을	고려한	위치에	

산림환경측정센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환경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림복지	앱과	스마트밴드를	개발하여	대국민서비스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산

림복지서비스의	융복합을	위한	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	기상환경	주간	예보	서비스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구개발센터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을	통해	산림치유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며,	향후	산림복지시설	방문객	대상으로	산림치유	인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복지	앱과	자율	체험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였으

며	산림복지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위치	기반	정보	제공	및	DB의	빅데이터화와	데이터	융

합·분석으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스마트	산림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고객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IoT 기반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산림 기상환경 주간 예보 서비스

IoT(I)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B)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모바일(M)

개인화 데이터 

생성 및 확산

인공지능(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및 추천

Safety(S)

사고 방지 및 예방2020 2021

1,748건 

173.1%↑
데이터 활용 건수

4,773건

2020 2021

22건 

95.5%↑
데이터 개방 건수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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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코스  9개 
단위프로그램  60개 

➊ 일반인

➋ 감정노동자

➌ 성폭력피해여성

➍ 치매노인

➎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01. 산림치유이용자

모바일 App / PC(Web)

06. App / Web

신체정보

(심박, 체성분)

환경정보

(피톤치드, 산림치유인자)

심리정보

(온라인 설문조사)

02. IoT장비 & 모바일

➊ 산림청(치유숲길, 등산로)

➋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진료내역정보)

➌ 기상청(중기예보정보)

03. 국가 중점 데이터

➊  치유이력시스템 정보 

(누적된 데이터 2,323건)

➋  HRV(스트레스지수) 

측정정보

➌ 정밀 체성분 측정정보

➍ 근력 및 순발력 측정정보

04. 산림치유원 데이터

산림복지전문업 

숲해설가·산림치유지도사

학습 데이터 

모델링

공공데이터 

개방

Big Data

가.  산림치유효과 정밀분석 

서비스

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동추천 서비스

05. 서비스 제공

심리건강정보

신체건강정보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사업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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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산림복지서비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에	있고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국내	100대	명산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체험형	실감	콘텐츠(VR)를	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

속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의	

다각화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의	산림·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

감을	확산하여	산림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산림·관광자원

이	풍부한	명산	6개소(감악산,	가리왕산,	대둔산,	성인봉,	백운산,	두륜산)를	선정하여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문화,	레포츠	등의	산림활동을	발굴하였습니다.	VR	산림복지서비스는	일상에서	

산림·관광	자원을	이해하고	심신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형	콘텐츠와	영상과	함께	산림	활동

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확장형	콘텐츠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지형,	기상	등의	외부	요인과	

신체	여건에	따른	체험	제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흥원의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2021년	한해	동안	전년	대비	7.3배	

늘어난	199,638명이	이용하였으며	90.5점의	이용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VR	

산림복지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확장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여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산림교육과	산림치유로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

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용권은	전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단지,	산림교

육센터,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림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2021년에	4만	명에게	10만	원씩	산림복지바우처를	지원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5만	명으로	확대하여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VR 가리왕산 MTB VR 성인봉 짚라인 VR

2018

2018

2021

2021

2018 2021

85.1점 89.7점

2018 2021

2.5만 명

4만 명

이용권 수혜 인원

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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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방법

신규 유형 등록 시설

자연휴양림 / 

숲나들e

예약 방법

수목원, 정원, 

숲체원 등 

기타 시설

각	휴양림별	예약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가능

숲나들e홈페이지 접속 

(www.foresttrip.go.kr)

➊	 회원가입	

➋	 로그인

예약하기

➊		월별현황조회	클릭			

➋	 	월별,	자연휴양림(시.도)	

숙박시설	선택	검색

➌	 가능	일자	선택

➍	 예약하기

결제하기

➊	 	산림복지바우처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➋	 	앱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결제	가능

산림교육센터

산림힐링재단 깊은산속옹달샘 국립춘천숲체원 국립나주숲체원

자연휴양림

삼척 활기 자연휴양림 신안 뮤지엄 파크 휴양관 삼척 치유 자연휴양림

정원

심이정원 남해 토피아 랜드 선유원 강릉 안반데기 관광 공원

옥동 힐링가든 순천만 국가 정원

치유의 숲

국립예산치유의숲로미지안 가든 국립김천치유의숲 삼척 활기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숲의 약속 유아숲체험원 두만숲속학교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2020 20222022

90.4점 93.7점

2020

소외계층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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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1.  국립산림치유원 

경북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

2.  국립횡성숲체원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3.  국립칠곡숲체원 

경북 칠곡군 유학로 532

4.  국립장성숲체원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

5.  국립청도숲체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755

6.   국립대전숲체원 

대전 유성구 숲체원로 124

7.  국립춘천숲체원 

강원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8.  국립나주숲체원 

전남 나주시 금성산길 116

9.  국립양평치유의숲 

경기 양평군 양동면 황거길 262-10

10.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강원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옛길 127-42

11.  국립대운산치유의숲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92

12.  국립김천치유의숲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13.  국립제천치유의숲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590

14.  국립예산치유의숲 

충남 예산군 예산읍 치유숲길 203-31

15.  국립곡성치유의숲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519

16.  국립하늘숲추모원 

경기 양평군 양동면 양서동로 372

17.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경북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1

07. 국립춘천숲체원

06. 국립대전숲체원

04. 국립장성숲체원

08. 국립나주숲체원

03. 국립칠곡숲체원

05. 국립청도숲체원

16. 국립하늘숲추모원

02. 국립횡성숲체원

10. 국립대관령치유의숲

11. 국립대운산치유의숲

09. 국립양평치유의숲 

13. 국립제천치유의숲

12. 국립김천치유의숲

15. 국립곡성치유의숲

14. 국립예산치유의숲

01.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원

17.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시설 위치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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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WI
Special Report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산림자원의 확장과 미래



제15차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WFC 2022 

2022년 5월 2~6일간 개최

164개국, 약 1만 5천 명 참가 

장소 서울 코엑스

주제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 

(Building a Green and Healthy and  

Resilient Future with Forests)"

주관  대한민국 산림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Special Report 1

W F
2 0 2 2

orld orestry

ongre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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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대한민

국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주

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산림총회는	산

림이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인

지하고	산림	분야의	논의에	국제적	협력과	공

조를	이끌어내고자	6년마다	진행되는	행사

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개발	어

젠다와	다양한	국제적	합의에서	산림의	역할

을	정립하고	새로운	현실에서의	산림	대응	방

향을	설정합니다.	이번	총회는	1978년	인도

네시아에서	개최된	이후	44년	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렸으며	팬데믹	상황을	반

영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어	입

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실시간	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64개국의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

고	건강한	미래(Building	a	Green,	Healthy	

and	Resilient	Future	with	Forests)’를	주제

로	전	세계가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산

림협력을	강화하고자	산림이	제공하는	생산

물	및	서비스와	관련한	현안을	다루었으며,	

산림훼손의	흐름을	바꾸는	노력,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

법,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녹색	경로,	숲

과	인류의	건강	간	연계성	확인,	산림정보·지

식의	관리	및	소통,	경계를	초월한	산림	관리

와	협력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	선진국으

로서	대한민국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

원은	국내	우수한	산림	정책	사례와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고위급	대화에서

는	정부,	민간,	원주민,	청년	등	각	고위	관계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

(SDGs)과	관련하여	총회	기간	전반에서	다뤄

야	할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산림재원	장

관급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	이행을	위한	투

명성	확보와	효과적인	지원	체계	마련의	중

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공약인	‘글

로벌	산림재원서약(GFFP)’의	차질	없는	이행

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

한	산림관리의	책임·통합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

산림위험관리	매커니즘을	출범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빈곤	등	전	지

구와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

림	분야가	실천해야	할	6개의	주요	과제를	담

은	‘서울	산림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숲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계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통합 관리 되어야  합니다.

둘째,  

황폐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산림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혁신적인 녹색금융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건축문화의 변화와 순환형 바이오 경제,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목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산림이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산림 분야에 접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울 산림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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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성과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	세계	산림복지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

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산림복지시설	인프라,	전문가	자격	

제도,	관련	산업	지원	등의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법적	근거

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산림복지와	산림

치유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	한국산림복지진

흥원은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국제사회와의	네

트워킹을	통해	미래	산림복지산업의	도약을	위한	

분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기간	동안	숲과	건

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전시·체험부스	운

영,	산림복지시설	현장체험을	운영했으며,	개발도

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기

증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림복지를	통한	숲과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	방

안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숲과	건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개회식과	업무	협

약식,	4가지	주제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미

국,	캐나다,	스웨덴	등	각국의	산림치유	전문가들

이	모인	가운데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숲’이

라는	주제로	국제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

다.	진흥원	산하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산림치

유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심리·생리적	개선에	

미치는	효과,	노년층의	치매예방	산림치유프로그

램	참여를	통한	심리·인지	및	신체기능	변화	예비	

연구,	숲	체험	활동이	유아의	행복감과	자연친화

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직업	군인의	스트레

스	관리를	위한	숲	기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산

림치유	프로그램	효과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자원	

활용,	산림,	도시숲,	도심에서의	AVOC,	BVOC,	기

상환경	특성	비교,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산림치유	

식재료로서의	활용	가치	전망	등	산림치유와	산림

교육의	효과성	연구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상으로 
산림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미국 산림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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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흥원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산

림복지	영상	콘텐츠	4점,	비대면	산림복지·

치유	프로그램	키트	400세트,	재활용	PC	60

여	대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

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였습니

다.	PC	재활용으로	탄소절감을	실천하고,	우

수한	산림복지	콘텐츠를	해외로	전파하여	세

계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	아시아	지역의	산림복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코엑스	1층에서	진행된	산림	정책

과	연구	성과물,	산림	관련	기술과	장비를	홍

보하는	전시·체험에서	국내	산림복지시설의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체험

하고	치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소개하고,	전국	8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마

련한	‘자연물	리스	만들기,	숲	한	모금,	내	손

에	숲’	등	8가지	산림복지	프로그램으로	방문

객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회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된	산림복지시설	

현장체험은	진흥원	소속의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국립양평

치유의숲,	국립제천치유의숲	등에서	튀르키

예	등	15개국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

램	및	산림관광	분야에	있어	새로운	성장	가

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은	미국	산림청	등	4개	기관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여	K-산림복지·치유

의	발전적	논의와	지속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앞으로	진흥

원의	산림복지	사업	영역	확장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강화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	산

림복지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진흥원은	대한

민국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기

관으로서	산림치유를	포함한	산림복지	효과

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관련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육성,	

산림복지	일자리의	창출과	안정화를	기반으

로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산림복

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 
산림복지 분야에 
세계 선도국가이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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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oRest

회복의  숲

산림자원의 확장과 미래

Special Repo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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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 포레스트(가상)에서 회복의 숲(현실)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자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숲을	경험

하는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에서	직접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실제	내	나무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천하

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산림청,	두나무(주),	

안동시	등과	함께	2022년	2월	업무협약을	맺

고	산불	피해	등	재난	재해	훼손지	복원	사업

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국내	산지에	산불이	잇따르며	산

림이	크게	훼손되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세

컨블록을	활용한	숲	회복	지원	프로젝트	사업

을	통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안동시에	회복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	‘세컨포레스트와	함

께	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세컨블록에

서	가상	나무	1그루를	심으면	안동시	회복의	

숲에	실제	나무	2그루를	식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만	8,000명이	참여하여	

2022년	5월까지	총	1만	260그루를	식재하

였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전국	119개	산림조

합	나무전시판매장에서	묘목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묘목	교환권(그루콘)을	제공하여	'내	나

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사람의	참

여로	3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두었습

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적	산림회복을	위

한	온라인	시민	참여	사업인	세컨포레스트	캠

페인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넘어	전국	

임업	종사자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

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	블록체인	기

술	개발	지원	등	민간	차원의	산림복지사업을	

지원하며	일차원적인	산림자원	활용에	머무

르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	미래세대가	산림자원을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상세계 속 나무심기를 통해
안동 산불 피해지 복구와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캠페인 참여자

산불 피해로 훼손된 모습

2022. 2.

두나무 X 산림청 조림 과정

2022. 4.

두나무 X 진흥원 조림 완료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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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Approach
ESG경영 추진전략

ESG경영 추진전략체계

이해관계자 소통

중대성 평가



ESG 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분 교육내용 구성 역할

Environment

환경

기후변화 대응  

분과

비상임이사(3명)

생태전문가(2명)

녹색자금실장		

서비스본부장

친환경	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탄소중립	계획	및	이행	점검

대국민	기후행동	실천	유도	

산림복지시설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지역사회	탄소저감형	녹색공간	확대

대상별	최적의	산림교육	제공

Social

사회

사회 안전·복지  

분과

비상임이사(3명)

안전전문가(1명)	

복지전문가(1명)

안전실장		

동반성장지원본부장

안전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민간분야	ESG	동참	촉진

사회공헌	및	교육	복지	확대

건강	증진	기반	산림치유	활성화

현장	중심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산촌,	임업,	지역사회와의	산림복지	연계	확대

산림복지	전문업의	성장	지원	내실화

산림복지	정보기술	서비스	융합	확산

Governance

지배구조

투명·책임경영  

분과

비상임이사(3명)

경영전문가(1명),		

행정학전문가(1명)

감사실장	

경영기획본부장

이사회	운영	내실화	및	책임경영	제도	확립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산림복지	거버넌스	구축	운영	활성화

공감하고	신뢰받는	윤리경영	실현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현

자원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	운영

ESG 위원회 

(위원장: 진흥원장)

기후변화 대응 분과

전담부서

녹색자금관리팀

시설조성관리팀

경영지원팀

산림복지총괄팀

투명·책임경영 분과

전담부서

감사실

전략기획팀

인재개발팀

산림교육기획팀

사회 안전·복지 분과

전담부서

안전총괄팀

정보보안팀

민관상생협력팀

산림복지일자리창출팀

(외부) ESG 검증단

ESG 위원회 조직도ESG경영  
추진전략

*ESG	검증단은	비상임감사와	AA	1000	AS	방식	검증	전문기관	등으로	구서되어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	정보공개	적합성	등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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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추진전략체계 기관 운영 탄소배출 48% 감축

(정부 목표 대비  1.5배 초과 감축)

탄소중립 숲교육 중장기 로드맵 마련

(숲교육과 연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친환경 

경영체계로

온실가스 감축률 

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확대

소외계층 생활권 녹지 조성을 통한 

산림 공간 불평등 해소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 2배 확대

일자리 7,394명 창출 기여

[목표치 대비 8.6% ↑]

고객만족도(PCSI) A등급 획득(90.6점)

[전년 대비 4.8점↑]

동반성장 체감도 

최우수 등급 획득

2년 연속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제로화

FoWI 지속가능 지수

우수 등급 [전년 대비 20% 개선]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이사회 운영 내실화

(참석률 및 만족도 대폭 개선)

윤리경영 강화

(산림청 주관 반부패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

투명한 기관 운영 및 소통 강화

(정보공개 종합평가 8.7%↑)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관리수준 5.2%↑)

정보공개 및 

보안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 주요 성과 ][ 2030 목표 ][ 전략 방향 ]

Environment

산림기능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 강화 

Social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Governance

국민과 함께 

투명한 책임경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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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연속성 확보 노력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친환경 LED 100% 보급

  차량 구매·임차 시 100% 저공해 차   전 직원 CP 전력절감 S/W 설치

대국민 산림환경 

인식 제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3종 최초 개발·보급

  학교 교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

   * 교육 후 인지변화 40% 이상↑

기관 운영 탄소배출 48% 감축

(정부 목표 대비  1.5배 초과 감축)

탄소중립 숲교육 중장기 로드맵 마련

(숲교육과 연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량

2,218t2,218t

2,551t2,551t

2020

2021

129t

 379t

2020

2021

저탄소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 조성

  국내 최고 7층 높이 목구조 건축물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제2국립수목장림 조성 완료    * 분묘 대비 165ha 산림훼손 방지 효과

지역사회 녹색공간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숲체험 공간 시설 확대

  * 나눔숲(235ha), 나눔길(113kkm) 조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확대

소외계층 생활권 녹지 조성을 통한 

산림 공간 불평등 해소

탄소중립교육

소외계층 생활권 

1인당 녹지면적

0명

9,898명9,898명

2020

2021

7.34m2/인/인

8.23m2/인/인

2020

2021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연계(산림 데이터) 민간 혁신기업 지원

고객만족 및 지역사회 

대응 체계 운영

 소비자 고객 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고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특성화 추진

 기부, 온누리상품권 구매, 농촌지원, 헌혈 등

일자리 7,394명 창출 기여

[목표치 대비 8.6% ↑]

고객만족도(PCSI) A등급 획득(90.6점)

[전년 대비 4.8점↑]

전문기업 

창업 수

산림데이터

민간 기업 

활용 건

754754

952952

2020

2021

68.5점68.5점

4,757건4,757건 73.1점73.1점

2020 2020

2021 2021

동반

성장

평가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 환경 조성

 감염병, 사회·자연재난 등 맞춤형 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확대(1개소 → 8개소)

 산업재해 방지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지정

공정과 보람의 

일터 조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분야 100% 채용

 중장기 HRD 전략 수립 및 직급별 맞춤형 교육

 공정한 평가, 보상 체계확립 및 여성인재 육성 

2년 연속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제로화

FoWI 지속가능 지수

우수 등급 [전년 대비 20% 개선]

산림서비스 

수혜인원

임직원 

사회공헌

453천 명 453천 명 

2020

2021

3,768h3,768h

4,809h4,809h

2020

2021

이사회 다양성과 

책임성 확보

 ESG 분과 활용으로 리스크 관리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 확대

 근로자 대표 참관제 정착 강화

윤리 준법 경영의 

실효성 증진

 부패리스크 사전 진단 및 취약분야 도출

 중장기 준법·윤리경영 체계 구축·이행

 윤리경영 이행체계 보완 및 주기적 진단·개선

이사회 운영 내실화

(참석률 및 만족도 대폭 개선)

윤리경영 강화

(산림청 주관 반부패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전문 비상임 

이사회 참석률

자체감사활동

* 감사원

90.3%90.3%

 97.8% 97.8%

2020

2021

C등급C등급

 A등급 A등급

2020

2021

국민소통 및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 신속·정합성 제고

 국민 체감 적극행정 실행 노력 강화

정보 및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이행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수준 제고

 보안 관리체계 및 디지털 취약점 개선

투명한 기관 운영 및 소통 강화

(정보공개 종합평가 8.7%↑)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관리수준 5.2%↑)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 행안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우수)

*개인정보위원회

91.3 91.3 

 96.1 96.1

2020

2021

86.0 86.0 

93.593.5

2020

2021

[ 활동 내용 ] [ 추진 실적 ]

1,748건

136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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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Highlights

Environmental

2 times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2회 연속 선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2년 연속 인증

5 years
가족친화 우수기업  

5년 연속 인증 (여성가정부)

A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우수기관
정보공개(행안부), 정보보안(국정원), 

개인정보관리(개인정보위원회)

COVID19
코로나19 등 사회문제 해결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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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Governance

over 150%
온실감축 분야 4년 연속 

정부 G/L 150% 초과 달성

Unesco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산림교육 프로젝트 2건)

2 years
공공 분야 2년 연속 

목조건축 분야 우수기관 선정

4 years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산림청)

No. 1
환경기능증진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소통 강화
(PCSI 우수 & LACP 대상)

37| 

OVERVIEW SPECIAL REPORT ESG APPROACH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APPENDIX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식별 및 소통채널 다각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산림복

지를	제공하고자	대내외	소통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산림복지서

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가치	영향,	가치	창출,	가치	협력,	가치	향유	부문으로	핵심	이해관계자를	분류

하여	부문별로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로써	도출한	개선	내용을	

현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협의회

 산림복지 컨퍼런스

 ESG경영, 혁신네트워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CEO 현장소통 및 메시지

 찾아가는 근로자위원회

 분기별 노사현황 공유

 포이 V.I.P(MZ세대)

 소통·혁신 워크숍

 산림복지 간담회

 ‘숲에서 놀job’ 운영

 지역상생협의체

  산촌활성화 동반성장 

네트워크 

• 온라인 채널 및 콘텐츠

• 양방향 소통·이벤트

• VoC 전산시스템 도입

• 국민제안 관리 체계화

정부, 국회, 유관 기관

임직원, 자회사 

산림복지업, 협력업체

국민, 고객

정부·정책 적극 이행

혁신성과 창출 및 극대화 필요

↓

미래 일자리 창출 토론, 공동과제 

발굴·이행, 현안 사업화

소통·공감의 조직문화 

신속한 정보·현안 공유 부족

↓

CEO 소통지수 20.8% 향상, 

혁신아이디어 45% 증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코로나19로 영세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필요

↓

1:1 매칭 일자리 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협력중소기업 지원, 

산촌활성화 사업개발

국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

대국민 산림복지 인지도 19.4% 향상,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가치 영향

가치 창출

가치 협력

가치 향유

이해관계자 주요 소통채널 주요 요구 사항에 따른 노력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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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사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산림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인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서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산림복지 인지도 

19.4% 향상

고객만족도(PCSI) 

우수 등급 

90.6점 달성

내부 소통지수

20.8% 향상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준정부기관 유일

49.6 %

59.2 %

2020 2021

85.8점 90.6점

2020 2021

68.4 점

82.6 점

2020 2021

안전한 숲길 이용을 위해 

숲길 노면을 정비해 주세요.

숲체원 방문 고객 김OO

2021. 5.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숲길 노면 

보완 완료(330m), 

코르크바닥재 혁신 시제품 최초 현장 적용

2년 연속 안전사고 ZERO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근로자 대표 최OO

2021. 6.

조직문화 수준 진단도구 개발, 

혁신·리더십 워크숍 운영(7회), FOWI 실천 6원칙

조직활력지수 15.2% 향상
(상반기) 55.8점→(하반기) 64.3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 김OO

2021. 2.

비대면 산림복지 콘텐츠 24종 개발, 

산림복지시설 내 VR 체험공간 15곳 조성

코로나19로 비대면 KIT 급증, 

ESG경영 고려해야 합니다.

ESG위원회 이 O O  이사

2021. 3.

소상공인과 협업 비대면 KIT 

포장재 디자인 개발(특허출원등록)

제로 웨이스트 실천·확산

배출 쓰레기 139kg 절감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을 조성해 주세요.

무장애 나눔길 방문객 이 OO 

2021. 7.

신규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조성, 고객 불편요소 및 안전사항 점검

무장애 환경기반 마련 인정
장애인개발원 표창

바우처 상품의 구성과 품질을 

개선·보완해 주세요.

사립 휴양림 대표 이 OO

2021. 4.

바우처 상품 단계별 품질 심사절차 마련 및 

상품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성과

고객만족도(PCSI)

89.589.5

90.590.5

2020

2021

비대면 

서비스 수준 

향상

88.688.6

89.789.7

2020

2021

바우처 

종합 만족도

향상
조사 주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행 업체: 주식회사 한국용역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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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계획 이해관계자 설문 및 중요 이슈 선정

• 기업이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 

토픽 등 파악

• 다양한 이슈가 해당 

기업에 관련이 있는지 

평가

• 선정된 이슈 중, 어떤 

정보를 보고서에 

공개해야 하는지 

우선순위 파악

• 경영진이 도출된 중요 

이슈를 검토하여 승인

의미

• 기업의 모든 활동, 

제품, 서비스, 관계를 

고려하여 미디어, 

자료조사 등

   -  ESG 평가 항목, 

SASB 등

• ISO 26000에 의거하여 

선정한 평가기준 

부합여부 평가

• 내외부 이해관계자 선정 

및 중요성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정량적 평가

   - 온라인 설문조사

• 필요에 따라 중요 이슈 

추가, 삭제, 우선순위 

변경 발생

방법

• 국제 표준 분석, 벤치 

마킹, 산업 중요 이슈 

검토, 미디어 조사 등을 

통해 중요 이슈 도출

• 중요 이슈 중 22개 

pool 도출

•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통해 중요 이슈 11개를 

선정

• 내부 전략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

수행 결과

3. 

Significance 평가

4. 

유효성 검증

1. 

이슈 pool 도출

2. 

Relevance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GRI	Standards	및	ISO26000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Context),	중대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Inclusiveness)	원칙에	의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국제	표준	및	평가,	동종

업계의	지속가능	이슈,	미디어	분석	등을	통해	22개의	중요	이슈	pool을	도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선정된	상위	8개	중요	이슈와	진흥원의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이슈	3개를	추가하여	11개	중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중요	이슈를	중심

으로	본	보고서의	목차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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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추가

추가

FoWI
중요이슈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순위

순위 영역 중요 이슈 pool

주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GRI 페이지
임직원 국민고객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전문업
협력업체·자회사

정부·국회·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1 사회 일과	삶의	균형 ● ◐ ◐ ● ● ○ GRI401	고용	2016 95

2
지배

구조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 ● ● ● ● ● 38~39

3 환경 생물다양성	보전 ● ● ● ● ● ● GRI304	생물다양성	2016 27,	48

4 환경 기후변화	대응 ● ● ● ● ● ● 45~48

5 사회 공정한	인재채용 ● ● ● ● ● ◐ GRI401	고용	2016 89

6 사회
고객	안전보건

(재난대응)
● ● ● ● ● ●

GRI416	고객	안전보건	

2016
81~85

7 환경
폐수	및	폐기물	

관리
● ● ● ● ● ●

GRI303	용수	및	폐수	2018

GRI306	폐기물2020
52~53

8 경제
산림복지시설	

운영·관리
● ● ● ● ● ◐ GRI201	경제성과	2016 12~24,	112

9 사회
임직원	

산업안전보건
● ◐ ● ● ● ○

GRI403	산업안전보건	

2018
86~87

10 사회
산림복지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 ● ● ◐ ◐ ◐

	68~69,	
90~92

11 사회
지역사회	발전	

참여
● ● ● ● ● ◐ GRI413	지역사회	2016 74~79

10
9

11

15

11

13

19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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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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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Context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기업의 필수 과제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하여 기업과 연계한 산림복지산업을 

확대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Approach

진흥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 운영, 나눔숲, 나눔길 

조성, 대국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녹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1 Performance

나눔숲	190만m2,	

나눔길	92.9km	조성

기재부	환경기능증진사업	

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탄소	흡수량 379t 확대

(전년	대비	2.9배)

온실가스	2,551t 감축
(정부	기준	150%	초과	달성)

산림복지분야	최초	

탄소중립 연계 숲교육	추진
(9,898명)

청소년	진로체험	유공	교육부	&	

여성가족부	표창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조성

(산림청	주관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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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상향과	고객과	함께하는	환

경	보전활동	등	지속가능한	산림복지모델을	구현하는	리딩	기관으로서	산림복지	환경경영	강화

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환경경영	전략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전략체계

목표 산림복지 환경경영 강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략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강화 환경인식 제고

추진  
내용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관리 강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수목장림 조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도입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민 참여  
환경보전 캠페인

실행 관리 

환경경영 추진체계

녹색제품 구매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구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내	녹색구매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고	있으며	본원과	소속기관별	공공구매	지원관리자를	지정하여	녹색구매의	확산을	촉진하

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녹색제품 구매 비용 1,077 819 646

(단위:		백만	원)

환경경영 총괄책임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

경영기획본부

환경경영 목표 이행 및  
녹색제품 구매 강화

환경친화경영 목표 수립 이행

녹색제품 구매확대 노력 강화

산림복지서비스본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목표 이행

환경보전 계획 수립 및 이행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

녹색자금관리실

소외계층 생활권 

녹지 조성

나눔숲 조성

나눔길 조성

계획수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환경보전 5개년 계획

모니터링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반기) 

환경보전 운영점검(매월)

성과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환류 추진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 

ISO-14001 인증 추진

*	2019~2020년	산림복지시설(춘천,	나주	숲체원)	조성	완료에	따라	일시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실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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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이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진흥원	관할	시설	내	유휴	부지	3ha를	확보하여	수목	3천	본과	초

화류	7천	본을	식재하였으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업과	연계하여	탄소흡수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과	

녹지에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나눔숲과	나눔길을	조성하여	포용적	산

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코르크	숲길

을	조성하고	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노후	복지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실내	유해물질	

농도를	낮추고	수혜	시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진흥원은	2021년	한해	동안	수목	152천	

본,	초화	7천	본을	식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2020년	대비	2.9배	증가한	379t의	탄소를	흡수하

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식목행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실천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

한	대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

니다.	국립	하늘숲추모원에서	추모원	이용객과	원내	광장에	진달래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국립대전숲체원에서는	환경	정화	프로그램에	참여	후	인증하는	참여자에게	반려식물을	증정하

고,	국립대운산치유의숲에서는	숲태교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아기	탄생목	심기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전국	산림복지시설	12곳에서	인근	주민,	시설	이용객	등과	함께	총	6,500여	그루의	나무

심기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산림자원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

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2020 20212020 2021

65천 본

159천 본

수목식재 확대 (전년 대비 2.4배)

2020 20212020 2021

 129 t 

379 t

탄소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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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숲 조성 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숲과	녹지를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포용적	산림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눔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에	거

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유아,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나눔숲은	현재	누적	

981곳,	190만	m2	규모에	이르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49천	본의	수목을	식재

하여	298톤의	탄소흡수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나눔숲에	조성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치유

자원,	효과	측정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도	수행	중입니다.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산림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나눔숲	조성	및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확

대하여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순환형으로 조성된 나눔숲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거나 휠체어를 

타고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어 건강 회복과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책길 주변에 자리한 

푸른 나무와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좋아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복지시설 나눔숲 면적 합산

1,861,036m2

2018년

769개소

2019년

833개소

(2021년 기준)

2020년

913개소

2021년

981개소

도리원 복지시설 나눔숲(경북 의성) 참좋은집 복지시설 나눔숲(충북 충주)

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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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길 조성 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유아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적용한	목재데크

로드	등	장애가	없는	숲길을	조성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의	숲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무장애	나눔길은	2021년	기준,	누적	

104개소로	길이를	모두	합산하면	92.9km	규모이며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쉼터	등이	함께	조성되어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길이 합산

92.9Km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산림체험과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이곳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지 생태 관리인

2018년

46개소

(2021년 기준)

2019년

64개소

2020년

85개소

2021년

104개소

잣향기 푸른숲 무장애 나눔길(경기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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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김해숲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목조건축물*을	확대하

고,	콘크리트	대신	친환경	코르크**	소재를	활용한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	

2024년	준공	예정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국내	최고층인	7층	목조건축물로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양성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024년	김해시	상동면에	준공	예정인	국립김해숲

체원은	영남	지역의	유아숲체험,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조성됩니다.	

두	시설은	산림청이	주최하는	2021년	공공	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

으며	앞으로	국산	목재	산업의	활성화와	목조	건축물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수목장림 조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인	기존의	산지	묘지형	장묘문화를	친환경	수목장

림으로	조성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009년에	제1국립수목장림인	국립하늘숲추모원

을	개원하였고	수목장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충남	보령시에	제2국립수목장림인	기

억의숲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신규	수목장림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영한	설계	추진,	지역주민	공동	공사	감독관	위촉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

습니다.	제2국립수목장림의	신규	조성으로	분묘	대비	165ha의	산림훼손을	방지하게	되었으며	

추모목	기준	55만	위를	마련하여	국민의	수목장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흥원은	수목장림	조성에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	내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

경적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	공사로	인해	불가피한	육상식물의	양적	감

소를	제외한	육상동물,	육수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거나	일시적인	이주	후	복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으며	추후	생태계의	안정적인	복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m

(민간 연계 사례) 

조달청 혁신 기술 매칭 사업을 통해 

친환경 코르크 숲길 337m 조성

  

탄소 4.4t 저감

1,363m3 / 

탄소저장 341t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조성 

(국산 목재 71% 적용) 

   

2년 연속 공공 분야 목조건축 
우수상 수상

(산림청)

목재 이용 시 탄소저장량을 

흡수량으로 인정(산림청)

* 목재 1m³ 당 탄소 0.25t 저장

** 코르크 1m³ 당 탄소 0.14t 저장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기공식(2022년 4월)

친환경 기술 인증 획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획득

  녹색건축 예비인증 획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획득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 획득(1++등급)

  내진등급(I등급) 및 내화인증(2시간) 획득

수목장림에 대한 혐오 시선 탈피로 

지역 주민과 상생 모델 마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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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소속기관	내에	신재생	

에너지	적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6월	현재	6곳의	지열	에너지,	6곳의	태양광	에너지	설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2024년에	종합교육센터에	태양광	111.8kw,	연료전지	

8.31kw를	적용	예정이며,	김해숲체원에	태양광	123.27kW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 분야의 공공기관으로서 설립된 지 6년에 
불과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여 산림을 활용한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의 환경 전략과 연계하여 진흥원에 
소속된 산림복지시설과 나눔숲 등의 녹색 인프라는 산림 탄소 흡수원 
확보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통해 나눔숲의 활용성을 향상시킨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정부의 정책을 산림복지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 분야에 모범모델

을 제시하는 선도적 산림복지전문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 및 ESG경영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 필요 

하얀세상(주) 

정진화 대표 

INTERVIEW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조감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기공식(2022년 4월)

제2국립수목장림 기억의숲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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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적이며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인식하고 산림 순환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산림의 노령화로 인해 탄소흡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현재 산림 탄소흡수량보다 70% 감소한 1,400만 

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산림청의 ‘숲을 바꾸자’라는 

슬로건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위한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수목의 탄소흡수 능력, 환경 적응력,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목 식재로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숲조성, 실내정원 등 신규 탄소흡수원을 발굴하고 과학적인 숲 관리와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저장고로서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목재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산업에서 발생하는 산림바이오매스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탄소중립 연료 재생에너지원으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생물 다양성의 거점이자 탄소저장고이며 

오염을 정화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 관리 방식과 제도 구축으로 

산림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C
A

SE
 S

TU
D

Y

체계적 에너지 관리로 온실가스 저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도전적인		감축	목표

를	설정하고	FoWI		10대	에너지	절약	지침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

스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여	2020년	대비	3.3배	증가한	126t의	펠릿을	사용하였으며	

신규	차량	소유	시	전부	저공해	차량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

고	있습니다.	매월	시설별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하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연	2회	실태	점검

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반영한	연간	에너지	절약	계획과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및 

배출량 점검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2,551t

2018

26%
32.25%

2019

28%

39.41%

2020

30%

49.91%

2021

32%

48.59%

공공기관 감축목표  

실제 감축률  

*	2021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	미만	신규	시설을	제외한	10개	시설만	측정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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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산림환경 
인식 제고

포레스트 에코리더 & 탄소중립 산림교육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뉴딜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경험하

며	살아가게	될	미래세대의	환경적	인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포

레스트	에코리더와	탄소중립	연계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포레스트	에

코리더는	팬데믹	상황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정책에	맞춰	기존의	대면	프로

그램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	9,25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탄

소중립,	산림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한	인지변화	검증	결과	50.6점에서	72.0점으로	42.3%가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진흥원에서는	프로그램	고도화	및	표준화를	통해	유네스코	지

속가능발전교육(ESD)	인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면형 프로그램 활동

비대면형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재미있었고 숲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레스트 에코리더 참여자

2020

2020

2021

2021

0 명

9,898명

2020 2021

108,981명

253,816명

탄소중립 연계 숲교육 참가자

산림교육 참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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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캠페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시설	내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니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에	따라	

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ESG	네트워크	참여기관인	진

흥원과	독립기념관,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청소년활동진흥원이	병뚜껑	2.5만	개	분량

인	48kg의	미니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업사이클링	업체를	통해	화분	453개와	모자	362개를	제

작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였습니다.	진흥원은	본	캠페인을	추

진하여	업사이클링	소상공인에	6백만	원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자원순환	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감량	우수사례‘	홍보

자료로	선정되었습니다.	

산림복지시설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과	산림복지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식당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현수막을	대체

하여	영상을	활용하고	사무실	내	일회용품	최소화,	양면인쇄	활용,	음식물	남기지	않기,	친환경	

생분해	음식물	처리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일반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12%	감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3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	도시락	

케이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버려지는	체험	키트	박스

를	액자로	재활용하는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6천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복지서

비스	영역에	혁신적인	재활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환경정화활동

미니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캠페인

업사이클링 화분 제작 기부

산림복지시설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구분 2020 2021

인원(명) 106,362 225,301

쓰레기양
일반 268.1t 502.6t

음식물 53.5t 78.4t

인당 쓰레기 발생량
일반 2.5kg/인 2.2kg/인

음식물 500g/인 350g/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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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활용 혁신 공법 도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무장애숲길	회전	구간의	직각	시공	구간을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둔각으

로	변경해	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휠체어의	회전반경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	만족도

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150톤의	목재	폐자재	발생을	줄이고	930만	원의	처리	비용을	절

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체험 키트 박스 액자 재활용

폐자재 재활용 공법

89.8점 92.6점

페기물	발생

173t

23t

11.7백만 원

1.4백만 원

폐기물	처리비

2020 2021 적용	전 적용	전적용	후 적용	후

3.1%
86.7% 87.0%

ESG 비대면 산림치유 키트 
시범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양평치유의숲에서 2021년 8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ESG 비대면 산림치유 키트’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업사이클 

교구 제작 청년 창업 기업인 위로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산림 치유 키트는 

국립양평치유의숲에서 사용 후 수거한 폐현수막을 활용하였는데 나무와 포이가 

그려진 도안 위에 폐현수막 조각을 붙이는 모자이크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진흥원은 ESG 비대면 산림치유 키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동반성장 등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녹색뉴딜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설 이용 편리성 만족도 목재 폐기물 감축 및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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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Context

산림복지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채용과 업무 역량 강화 전반을 지원하여 

산림복지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Approach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공공 일자리와 민간 분야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 

제공과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

양질의	공공	일자리

570명

본업	연계	민간	일자리

5,172명

혁신성장	및	포용적	일자리

1,652명

2021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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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전략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및 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2021년에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일자리혁신추진단	산하	전담

본부인	경영기획본부와	동반성장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산

림복지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2021년	한해	동안	공공

분야에서	570명,	민간	분야에서	6,2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진흥

원은	2026년까지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약	9천	명	상향한	16,000명로	재설정하고	산림복지산

업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은	일자리	창출의	다각

화와	확산을	위해	민간	기관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

원프로그램과	인큐베이팅	장소	제공,	기업	발굴·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혁신추진단

(단장: 진흥원장)

이해관계자

인재개발팀

내부 채용

민관협력팀

동반성장 지원

정보화사업팀

혁신기업 발굴

전략기획팀

자회사 관리

일자리창업팀

창업지원

통계조사팀

데이터 관리

공공 일자리

(경영기획본부)

민간 일자리

(동반성장지원본부)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비전 산림복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로드맵
도입(2017~2019)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확산(2020~2023)

일하는 방식 개선, 스타트업 발굴

고도화(2024~2025)

4차산업 연계 민간산업 활성화

전략 방향 양질의 공공 일자리 본업 연계 민간 일자리 혁신성장 및 포용 일자리

전략 과제

• 공공 일자리 확대

• 일자리 나누기

•  공무직·자회사 임직원 

처우 개선

• 민간기업 창업지원

• 사업화 지원(인큐베이팅)

• 전문 자격 양성 지원

• 배려 계층 자립 지원

• 사회적기업 활성화

• 지역 중심 그린뉴딜 일자리

공공 일자리

570명 570명

목표 실적

민간 일자리

6,236명
6,824명

목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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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실질적인	창업	지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과	사회적	경

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산업의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이행을	제고하고자	

사업	예산을	기존의	15,246백만	원에서	16,	517백만	원으로	확충하였으며,	산림	인프라와	연계

한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창업	아카데미와	

인프라	제공으로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스타기업을	찾아	

육성하여	전문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를	지

원하는	등	중점	과제를	이행하여	2021년까지	민간	분야	5,1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산림복지 전문기업 진단 및 평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전문기업 창업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민간기업 전수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진흥원은 2016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의 시행 이래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제도화하였으며 2020년 7월 산림형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 말까지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 754곳, 

4,498명이 등록되었으나 2019년부터 신규 창업의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 지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분야, 서비스, 분야, 고객 관리 등 계량·비계량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전수조사로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의 인력 

현황, 매출 구조, 서비스 품질의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복지 전문기업의 창업과 인큐베이팅,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
A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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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Y

인력 현황 • 종사자 평균 연령(55.5세), 창업기업 유사 경험 없음(91%)

매출구조 • 공공사업 매출 비중 높음(85%), 사업화 모델 개발 고충(78%)

서비스 품질 • 고객 만족 관리(52%), 국가 공인 인증 프로그램 보유(19%)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 창업 추이

2022 2023

누적신규

제2도약	필요

예상	창업	수

2016

104

2017

170

2018

255

2019

333

2020

426

202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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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산림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초기 창업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역적	한계와	실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4개	권역의	14개소	산림복지시설	인프라까지	활

용하여	민간	전문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을	적용하여	산림복지시설	내	유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교보재,	방역물품	등	창업	물

품의	대여,	프로그램	콘텐츠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지원	수혜	기업이	43개소에서	7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창

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의	만족도도	기존의	83.8점에서	91.3점으로	상승하였습

니다.		

창업 아카데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의	창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개발	지원,	경영

분야	교육,	입찰제안	지원	등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여	전문기

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창업	기초	과정,	사업	기획	과정,	실전	PT	과정으로	구성

된	창업	아카데미는	총	189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자	중	66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였고,	

참여기업의	초기	평균	매출	68백만	원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산림복지	

민간	전문기업	창업	후	1~3년	차	평균	생존율	94.3%를	유지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창업 지원 시설 확대

지원 내용

창업 공간 제공

창업 물품 대여

프로그램 개발

상품 테스트

43개소

75개소
83.8점

91.3점

구분 내용 운영실적

창업 기초 과정
창업 운영사례, 창업자 마인드 교육, 인사 노무관리, 

기초 사업계획서 작성법, 세무·회계 등

• 189명 수료 중 66명 취업, 
창업 성공

    →  참여 기업(13개 대표자) 초기 평균 

매출 68백만 원 기여

    → 1~3년 차 평균 생존율 94.3%

사업 기획 과정
아이템 선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 

마케팅 전략, 멘토링 등

실전 PT 과정
공모사업 전략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이론, 마케팅 심화, 

프리젠테이션 스킬 및 발표 코칭 등 

창업 지원 수혜 기업 증가 창업 지원 만족도 증가전국 단위 거점 중심으로 확대

2020년	대전	1개소	→	2021년	14개소

수도, 충청권(3)
양평, 예산, 대전

호남권(3)
장성, 나주, 곡성

강원, 경북권(5)
강릉, 춘천, 횡성, 영주, 제천

영남권(3)
칠곡, 울산,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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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숲을 빌려드립니다!" 창업기업 테스트 베드(Test-bed)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우수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보유한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에	초기	창업

에	필요한	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영하고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를	설득하여	

2021년	4월부터	‘치유의숲’시설을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초기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	3곳에	테스트	베드	공간과	인프라	제공,	상품개발	컨설

팅	및	효과성	검증,	경영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초기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초기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	역량이	향상되고	진흥원	운영의	다변화와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으며	하나의	공간에서	2배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테스트	베드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

며,	2022년	4월부터	‘치유의숲’	유휴	기간	동안	산림복지	전문기업이	산림복지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	공유	시범	운영을		4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프로세스 

2021년 울산 치유의숲(대운산) Test-bed 지원 사례

구분 지원 내용

진흥원	보유	시설	개방 •사무동(1동),	치유숲(25ha),	건강측정장비	(2ea)	등	무상	제공

민간기업	상품	개발	지원 •산림치유	분야	특화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효과성	검증	등	지원

경영	역량,	효율화	지원 •지출,	예산관리용	전산	프로그램	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Test-bed	자금	지원 •치유의숲	프로그램	운영	자금	9,400만	원	지원

성장세

시간

역량 향상(Jump)

시설 개방

시설 제공 및 활용

창업기업 (지원 부족 시) 영세기업 수준 ↓

자립 성장 지원 향후 사업화 모델 지원

2021년 진흥원 시설 개방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2022년 주말, 휴일에 한해 개방 확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2회 연속 선정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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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전문기업 비즈니스 개발 지원

생애	첫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산림복지	전문기업에	초기	인큐베이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	일자

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큐베이팅	사업에는	357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총	4,120명의	일

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참여	기업이	59곳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신규	고객	497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민간	전문업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복지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자원	측정·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치유자원,	지

역문화자원	등을	조사·측정해	우수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돕

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	Killer-item	개발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우수	산림복지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스타기

업을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선정된	16개	유망기업

의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창업캠프를	진행하고	1:1	전담	멘토제를	운영하여	아이템	선정과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모델	검증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한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판로	확보	및	

판매	전략을	지원하고	기관당	사업	운영	지원금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625백만	원의	초기	매출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문업 등록 현황: 등록 기관 및 인원(총괄)

등록인	원등록	기관

산림 서비스 분야 

최다 일자리 창출 산림복지전문업은	2016년	등록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52개	기관,	

5,172명이	등록되어	있음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등	357개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화	지원금,	집행	관리,	

종사자교육,	기술지원,	모니터링

사업 세분화

시설위탁형,	산림체험·교육,	

헬스케어,	돌봄케어,	산촌관광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20162016

84

545

2017

170

1,668

2018

255

2,547

2019

333

3,312

2020

426

4,498

2021

552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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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맞춤형 고품질 산림 데이터 개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0년	구매	상담회에서	제시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과	산림데

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림데이터	전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	발굴과	개방의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적극

적인	추진으로	2020년	대비	산림데이터	활용도가	183%	증가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산림

복지시설	이용	정보	등	신규	데이터	4종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도	안전한	산림환경정보에	대한	수요와	산림치유	효과	분석	데이터	요구의	

증가로	산림포럼,	맞춤	상담회	등을	확대	편성	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매출	증가와	연구	과제	확대,	신규	창업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신설하여	27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아이

디어를	선정하여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산림복지	

서비스	상품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산림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지원	25%	확대

2020 20202019 20192021 2021

추진 실적 공공데이터 및 플랫폼 거래량 확대

60건

1,748건
20건

306건

75건 4,757건

산림 빅데이터

19종

8.4TB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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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흥원은	산림	데이터	융복합	모델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민간기업의	수요와	진흥원이	보유한	산림	데이터를	매칭하여	2021년에	산림-도시	기상

연결	모델을	개발하고	무장애	나눔길	위치	정보	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산림-도시	기상환

경	비교	주간	예보	서비스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홈페이

지의	고객	유입이	11%	증가하는	등	타	분야와	연계하여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나눔길	맵	서비스의	개발로	산림복지	기업의	데이터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과	동시에	산림복

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해당	기업의	교통약자	고객이	14%	증가하였습니다.

산림복지시설 건강 · 

환경 데이터 수집

데이터 무상제공

(진흥원 · 민간)

민간기업 고유 

데이터 결합

산림-도시 기상환경 비교 주간예보 서비스

데이터 기준 통합 및 서비스 검증

산림형 IoT 환경센서 설치 표준화 매뉴얼 개발·제공 

민간기업의 서비스 영역 확대

무장애 나눔길 맵서비스

무장애 나눔길 위치, 산림 정보 제공

사례 연구 및 서비스 구체화 제안

산림복지기업의 데이터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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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의 시행 이후 많은 산림복지전문기업이 

창업하고 있지만 역량 부족과 사업화 모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공공기관인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문업 육성과 지원을 다각화하여 역

량 강화와 산림복지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흥원이 보유한 다양한 시설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민간기업에 보급하여 산림복지산업 전반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이 산림복지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진

행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 등은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장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관광, 환경 교육 

등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산림복지전문기업의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민간기업 성장 위해 진흥원 역할 

중요해

대전충남생태연구소 숲으로 

강경희 이사

INTERVIEW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발달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적	배려	계

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회	형평적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한	포용적	일자리는	506명의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진흥원	본업

과	연계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	장학금	및	채용	프로그램	확대	등	공공기관

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취업은	물론	사회활동	전반에

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

무를	개발하였습니다.	산림	공공	분야	최초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신규	직무인	교구제작관

리원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산림복지교구제작관리원은	비

대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산림복지	키트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되어	산림복지	

교구	상품을	제작,	구성,	포장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일정한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한	검수	작업	등	업무	특성상	반복적이면서도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

는	교구제작관리원의	업무에	적합합니다.	진흥원은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림청,	배재에코브릿지,	BLOOMWORK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

하였고,	교구제작관리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직무개발과	운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	향

상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	연계	지원,	직무	업종의	다각

화,	스타	기업의	법인화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유공 

산림청장 표창 수상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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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상자 조립 및 고정

  속상자를 컬선에 맞춰 타공

  속상자 조립2상자 조립

   자연붓, 나무액자, 나무주걱 포장 및  

상자 내 배치

  상품 목록과 상품을 대조하여 1차 검수

  투명용기 및 상품 설명서를 상자에 투입

  상품 목록과 상품을 대조하여 2차 검수3상품 포장 및 검수

  스티커를 이용하여 상자 고정

  상자 표면에 운송장 부착

  완성품을 적재4상자 포장 및 마무리

  준비물을 작업대 위에 정리

   큰 찰흙 덩어리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은 

덩어리로 절단

  찰흙을 모양틀에 넣어 일정한 크기로 계량

  찰흙 밀본 후 투명용기에 담아 포장1상품 준비

단위 직무 세부 작업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증의	취득	비

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산림복지	민간기업에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

고,	만	55세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302명에게는	생활권	도시숲,	공원	등에서	숲해설	자원봉사	

일자리를	제공,	활동비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층	10명에	환경개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총	3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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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분야	취업을	장려하고	장

학금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내	오픈	캠퍼스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실습을	지원하였

으며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증원하고	일경험	지원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

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21년에는	진흥원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8명을	포함하여	

2020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163명이	산림복지일자리에	취업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주도형	‘나눔숲	돌봄	서포터스’	일자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소통	활성화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사회복지시

설	등에	조성된	나눔숲을	가꾸고	돌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나눔숲	돌봄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나눔숲의	조성	이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함과	동시에	17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소외계

층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옥천꽃동네성모노인요양원 휠체어 산책 활동나주시노인용양원 나눔숲 관리 활동

산림복지 취업 지원금 오픈 캠퍼스 실습 지원 인턴·일경험 지원

•  취업 장려 지원 인원 확대 

69명(2020년) → 110명(2021년)

•   장학금 지원 확대 

1.6억 원(2020년) → 1.8억 원(2021년)

 

총 2.36억 원 지원

•  오픈 캠퍼스 대상·규모 확대 

산림·임학 중심 106명(2020년) → 전공 

무관 587명(2021년)

587명 지원

•  청년인턴 프로그램 확대 

31명(2020년) → 56명(2021년)

•   일경험 지원 신규 도입(9명)

 

    정규직 채용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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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Context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산업을 위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Approach

진흥원은 기관의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익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 Performance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확보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산림청)

2021년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평가	

최우수(A등급) 획득

권익위원회	계약	분야	청렴도	

3년 연속 ‘우수’

	부패영향성	평가	

우수사례 채택(2021. 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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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동반성장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구성 및 역할

동반성장 추진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산업에	연계된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산림복지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동반성장	추진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중소기업·산촌·임업인의 동반성장 선도

전략 방향 경쟁력 강화 판로 개척 지원 동반성장 경영 확립

전략 과제

•산림형 중소기업 역량 

강화(교육, 보급)

• 진흥원 자회사 자립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동반성장몰 운영

• 공정경제 확립

• 상생협력 문화 확산

조직 구성 역할

동반성장위원회 진흥원장(위원장), 본원 본부장, 외부위원(5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계획수립,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동반성장추진단 부원장(단장), 실행조직 팀장(센터장)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 과제 이행점검 및 현안 공유

자문위원단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5명 내외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에 관한 전문가 자문

동반성장 네트워크
산림경영인·후계자협회, 산림치유지도사협회, 

권역별 전문업 협의체,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대학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각 지역별 지자체, 지역주민, 소상공인, 지방공공기관 등 각 지역별 현안·과제 발굴 및 추진 사항 모니터링 등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진흥원장)

(외부)자문위원단

[전담조직] 민관상생협력팀

동반성장추진단
(단장: 부원장)

각 지역 상생발전협의체

본원 실행조직

일자리창업팀, 총괄팀, 

치유기획팀, 인재개발팀

동반성장 네트워크

소속기관 실행조직

각 고객(운영)지원팀 및  

치유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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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산림형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형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기업	종사자	

역량교육과	산림복지	전문기업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복지	전문기업	종사자	역량교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위탁	전문업	종사자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

화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과정	개발로	학습효과

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구성하고	실

습교육을	확대하여	현업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산림정책	교육을	신설하여	2050	탄소중

립,	K-포레스트	추진계획에	대한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대국민	산림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콘텐츠	기획,	영상촬영	기법,	편집	등	개

발	교육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

다.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교육	만족도	및	VOC를	통해	파악된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	자격별	보

수교육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종합만족도가	0.34점	향상된	4.41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업	적용도가	전년	대비	0.7점	상승하였습니다.

유아숲놀이 실습

산림 환경 교육 실습 산림치유 운동요법 실습

역량교육 과정 수

73회

120회

20212020

2020

역량교육 수료 인원

4,701명

7,105명

2021

20212020

현업 적용도

81.8점 8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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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전문기업	프로그램	보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산림복지	전문기업과	종사자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복지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

하였습니다.	우수	산림복지	프로그램의	활용을	희망하는	전문기업과	서비스	제공자	등	405개	

기관,	3,760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프로그램별	개발자가	진행하는	실시간	교육과	운영자를	위한	

학습교재	및	운영	매뉴얼,	동영상	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대면	교육과	운영	동영상	

공유,	학습교재	개발	등	기존	프로그램	보급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여자의	만족

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진흥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

관별	애로	사항을	상호	해결하고	산림복지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내실화하여	보다	나은	산림복

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산림복지 프로그램 보급 협업 체계도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품질 

4.40점

현업 적용도

4.59점

사회적 책임

4.43점

종합 만족도

4.52점

보급 매뉴얼, 

동영상 활용

프로그램 보급 희망 

모객 지원

보급회 참여

자격소지자 역량 지원

경진대회 

활용 논의

자료집 제공

우수 프로그램 

발굴 지원

매뉴얼 제공

산림청

보급 프로그램 

희망기관

(사)숲해설가협회

민간 운영 

산림복지시설

민간 서비스 수준 향상

84.7점 89.6점

20212020

2020

민간 보유 국가 프로그램 인증 건

2020

127건

221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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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자립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7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주)포이파트너스를	2019년	4월,	자본금	3억	원을	투입하여	설립하였습

니다.	포이파트너스의	주요	업무는	진흥원	소속의	시설	관리,	보안,	미화	등이며,	본점이	있는	경

북	영주를	비롯하여	횡성,	칠곡,	장성,	나주,	춘천,	청도,	대전에	총	8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진

흥원은	2020년까지	포이파트너스의	초기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정규직	전환	및	통합계약을	추

진하였으며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고도화하여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관과	출자회사	관리	규정,	경영의사	

결정기구에	관련한	경영관리	전반을	개선하였으며,	설립	당시보다	16명	증가한	90명의	일자리

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누적	31억	원을	지원하여	3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거

두는	등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자회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회사 지원 체계

관리 목표 설립목적의 안정적 달성을 위한 자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지원

중장기

로드맵

(2020까지) 자회사

 경영 기반 구축

(2021~2022) 지속가능경영 

기반 고도화
(2023 이후) 전문기업 도약

•	설립 초기 경영 환경 구축

•	정규직 전환 및 통합계약

•	자회사 운영 전문성 강화

•	발전적 모자회사 관계 구축

•	신사업 창출 등 성과 극대화

•	대등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

관리 방향

경영관리 고도화 동반성장체계 구축 운영 안정성 확보

•	자회사 경영관리체계 개선

•	경영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양방향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련

•	공정성 기반 계약관리 체계 정비

•	사업량 감소 관련 대응책 모색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

2021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A등급) 획득

2021

자회사 매출

38억
42억

2020 20212020

자회사 근무 만족도

82.8점 8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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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지원 시회적경제기업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성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내부	평가	연계로	사회적	형평	구매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협업

추진 내용 비대면	체험	키트	포장	상자	업사이클링	개발,	특허추진 생강나무꽃	활용	블랜드티	개발

추진 성과

업사이클링	제품	공동개발로	협업기업	고유기술	확보

(특허청	디자인	등록	11월)

버려지던	폐기물	재활용으로	지속가능	환경경영	이행

지역	내	자생	산림자원	활용한	지속적	

소득창출	기반	마련		

–	신규	소득	2천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지원

추진 내용 산림복지	민간	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전담멘토	운영,	자생역량	강화

추진 성과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 확대

추진 내용

산림복지서비스	연계	판로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시락	개발	및	진흥원	프로그램	연계한	판로	지원(43회,	1,285명)

추진 성과 •	산촌도시락	매출	11백만	원					•	농·임산물	생산	매출	3백만	원					•	연계	프로그램	만족도	87.5점					•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구매

추진 내용

참여기업 평균매출액지원기업 서비스 만족도

86.0점 88.2점

2.6%
2.4억/업체

 3.2억/업체

33%

동반성장몰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2년	4월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와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몰을	도입하였습니다.	동반성장몰은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로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복지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진흥원은	

임직원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	협력기업	생산품의	동반성장몰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6.47%

사회적기업제품

목표 실적

0.1%

0.88%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목표 실적

5.0%

14.3%

여성기업제품

목표 실적

80.0점
93.0점

중소기업제품

목표 실적

1.0점

2.7점

장애인기업제품

목표 실적

지역주민

(농산물 생산)

산촌 식당

(약채락 개발)

산림복지진흥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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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경영 
확립

공정경제 확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협력·위탁업체와	거래	시	모범거래모델을	준수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7억	원이	증가한	312억	원	규모의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수의계약의	공개입찰	전환을	12.6%p	

확대하였으며	공정계약서약	체결과	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등	모범거래모델을	준수하고	책임성

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보증비율을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완화하여	보증보험증권	

비용	15백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자회사	등과	계약	체결	시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하여	비용	부

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	평가제도	개선,	과업	변경	사전협의제	도입,	수의계약	조건	

강화	등을	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	체결의	의무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정보·기술	보호체계를	마

련하는	등	불공정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적용을	의무화하고	협력사에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상생결제를	강화하였으며	

선급금	비율을	확대하고	지급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은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

여	입찰	행정을	단축하였으며,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고	소액	집행의	기준을	개선하여	신

속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통해	정부의	목표보다	12.6%	높은	조기집행을	달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 문화 확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중장기	로드맵과	지역사회의	현안을	연계하여	산촌지역의	숲관광	활성

화와	임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상생협력	네트워크와	지역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중

점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산림복지전문

업,	산림복지전문가협회로	구성된	상생협력	네트워크와	지자체,	지역주민,	소상공인으로	구성

된	지역	상생발전협의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한	산림문화,	산촌관광	

연계	프로그램	발굴,	임업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숲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산촌관광	전문기업으로	양성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역량을	확보하는	등	숲관광	콘텐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

다.	진흥원은	산촌관광의	시행자를	선정하고	현장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하였으며	30여	건의	산촌·임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고객	46,690명을	발굴하였습니

다.	이용자의	유형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촌

관광	만족도가	전년	대비	4.1%	상승한	96.84점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사업을	통한	산촌	매출액

은	전년	대비	1.9배	상승한	411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찰행정 단축

사전규격공개	등	조달절차	간소화(최대	40일	이상	단축)

소액수의 집행기준 완화
구매절차	단축	→	3천만	원	이하	수요부서	자체	구매

긴급	수의계약	추진(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등)

부패성 평가 

우수사례 채택

3년 연속 우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계약분야) 

공정거래 프로세스 개선

기존

개선 즉시공개 및 공고(5~10일) 투찰2일

규격공개(5일) 입찰공고(7~40일) 투찰 2일 제안심사 7일

제안심사 7일

정부목표정부목표 실적실적

코로나19 위기 속 조기 집행

63.0%
 75.6%

72 |     2021-202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OCIAL



임업	신사업	모델개발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임산물과	유휴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체험을	결합한	지역	임업	신사업	모

델	개발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고부가가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

습니다.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합경영	모델	개념*	을	정립하고	사업자	지원	대상을	선정

하였으며,	대상별	맞춤	교육	등을	지원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신규	매출	146백만	원을	창출하

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임업인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산물체험·교육,	먹거리·숙박,	산림휴양·치유가	복합된	체류형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복합경영 모델 마련

•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용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교육

•	맞춤형	컨설팅

•	산림복지	전문기업	1:1	매칭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희망 임업 발굴·여건분석 

•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15개)

•		보유자원,	연계	시설,	

서비스	역량	등	분석

복합경영 모델 적용 성과

•	신규	매출	146백만	원

•		성과	입증으로	임업인의	

재투자	유도

임업 복합경영 모델 개발 프로세스

구분 이용자 욕구 추진 내용 및 실적

임업체험형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

•		임업진흥원	임업교육	포탈	활용,	‘생활임업’	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2건,	5,840명)

	 -	 		임산물의	재배·수확,	생육시기,	임산물을	활용한	사업화	

방법	교육	및	임업	현장	체험

산촌관광형 자연친화적 장소, 관광

•		지역의	명품숲	체험과	산촌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22건,	31,177명)

	 -	 		마을	주변	숲관광지(지리산둘레길	등)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캠프	운영	등

산림치유형 위로와 치유의 여행

•		외부	인원과의	접촉이	제한된	숲에서의	산림치유	

활동	제공	등(6건,	9,673명)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상담,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푸드테라피,	숲명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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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Context

진흥원 소속의 산림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지리적·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공유합니다. 산림복지시설의 개발과 

운영 전반에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Approach

진흥원은 기관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 Performance

사회공헌성	사업	예산	

대폭	확대

2020: 26,234백만 원

2021: 33,126백만 원

숲관광	등	산림복지	

지역	연계	소득액

2019: 260백만 원

2020: 677백만 원

2021: 1,881백만 원

지역	인재	지원	확대

2020: 311명

2021: 1,103명

임직원	사회공헌	(시간)

총 4,809시간

1인 평균 봉사 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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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촌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구성

원과	함께	특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촌지역과	소상공인의	공동협의체를	통한	산림복지	통

합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특화프로그램,	기차로	떠나는	특화마을,	산림복지상품권	결제	서

비스	통합	등을	추진하여	산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2020

상품개발 확대

2020

11개

14개

2021 2020

이용고객 증가

2020

527명

861명

2021

지역 숲관광 코스 개발(2018~2021)

신규 개발 코스

57회			861명
지역사회 매출 

70백만	원	창출

소상공인 특화상품

기찻길 옆 숲여행

공동 프로그램 개발

정기구독형 
목공키트

진흥원	개발	기술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	

홍보지원

(54백만	원	매출)

꿀 립밤, 작은 텃밭 
가꾸기 등 키트

키트	재료	공급업체와	

제작업체	협업	도출,	

산림복지시설에	키트	

도입(96백만	원)

지역 향토음식 연계 
숲관광 코스 

문화유산,	

산림	치유	연계	

숲여행	프로그램

(10회,	5백만	원)

명품숲 발굴 

무장애	나눔길,	

문체부	선정	

열린	관광지	등	25	곳

다양한 산촌 체험 

산림복지프로그램,	

산촌	임산물	체험,	

지역문화	관광유적지	

탐사	등	39종

전통시장, 지역 먹거리 

참가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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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옆 숲여행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찻길	옆	숲여행을	2018년부터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고품질	

여행	상품을	개발하였고	침체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무장애	

숲길,	열린	관광지,	산촌경영	현장	등	14개의	코스를	추가하는	등	숲	여행지를	다각화하여	기차역과	

명품숲이	어우러진	40개	코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소	출발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여행객에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으로	2020년	대비	운영	횟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소득이	2.8배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안 해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과	대구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	플랫폼은	지역시민,	지자체,	진흥원,	기업·대학이	주체가	되어	

시민제안,	의제	선정,	의제	실행,	성과의	운영	프로세스를	거쳐	참여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대

전과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전년	대비	6개	증가한	7개	지역문제를	의제로	하여	해결하

였습니다.	

숲길라잡이

상품화�건수�확대 운영�횟수�확대 참가고객�증가

고객만족도�향상지역소득�창출 차년�사업비�증액

11건 14건 18회 57회

84.7점 25백만원 20백만원 88.4점70백만 원 50백만 원

527명 861명

인원 온누리 상품권 교통비 입장료 식사비 숙박비 합계

861명 8,610천 원 49,321천 원 8,033천 원 1,253천 원 2,956천 원 70,173천 원

기찻길 옆 숲여행을 통한 지역사회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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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산림복지 일자리 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역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산림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점	연계형	실습	지원	대학을	확대하고	산

림복지분야의	진로	교육과	인턴,	일경험	지원	등의	지역	인재	산림복지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인원이	전년	대비	1,110명으로		3.5배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대학 및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지역대학 직업계고

•	학점	연계형	실습	지원	대학	확대

					-	6개	대학	→	7개	대학

•	학업장학금	지원	확대

						-	1.6억	원(84명)	→	1.8억	원(88명)

•	산림복지분야	진로.진학	교육	확대	

					-	1개교(20명)	→	4개교(227명)

•	학업	장학금	지원	(26명,	9백만	원)

지역인재 취업지원 확대 

인턴·일경험 교육·지원금

•	인턴(채용)	프로그램	확대	(3-6개월)

	-	31명	→	56명	(정규직	채용	8명)

•	지역인재	일경험	지원(9명,	31백만	원)

-	산림복지	주요	직무체험(3-6개월)

•	산림복지	오픈캠퍼스	대상·규모	확대

-	산림·임학	중심(106명)	→	모든	전공(587명)	
※청소년교육상담	등	신규	타	전공(36명)	참여

•	취업장려금	지원(110명,	56백만	원)	

장애인 보호자 숲케어 사업

보호자	휴식	제공을	위한	모자	분리형	프로그램

(2회,	60명)

-	 	노래,	마술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숲체험	명상	등

	 (전문	봉사자	1:1	돌봄	연결)

청년 도농 교류 취창업 캠프

지역대학	재학	청년	대상	농촌	일자리	체험	캠프

(1회,	27명)

청년기획형	프로그램,	숲체험	도농교류,	진로체험	등

대전

대구

산림환경교육 실습

지역인재 산림복지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인원 확대

1,103명 

3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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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찾아가는 산림 분야 진로체험·산림치유 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서	이동제약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전문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

니다.	산간	지역	초등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1,715명에게	찾아가는	산림	진로	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99.2점으로	높았으며	산림청	숲해설	경연	대회에서	우

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숲체험	시설의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에는	

산림교육·치유전문가가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638회에	걸쳐	33,74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

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중심으로	조성한	녹색공간을	지역사회에	확대	개방	하고	지역주

민	참여형	산림복지프로그램을	1,381회	운영하여	나눔숲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

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인	니제르와	필리핀에	NGO연계로	청소년	

240명에게	키트를	보급하였습니다.	수혜국의	환경과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한	자연물	교감과	향

기	테라피	등의	콘텐츠를	선정하여	니제르	그레이스	여자	청소년	학교와	필리핀	이스턴비야사

스주립대에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고통 분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국	19개	지역에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산림복지시설의	안전관

리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기관의	특성	및	조직	역량을	활용하여	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민

간	자연휴양림	4개소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방역물품	지

원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취약계층의	방역물품과	생필품	지원,	농·산촌의	일손돕

기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통시장과	화훼농가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	자매결연을	추진한	전통시장과	지역	화훼농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11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헌

혈	버스를	활용하였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인정,	공가	부여,	헌혈	참여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	등의	방안으로	독려하여	전년	대비	66.7%가	증가한	255명의	임직원이	헌혈

에	동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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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숲체원, ESG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하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은	2021년	5월	생활	속에서	ESG	가치를	실현

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아름다운	하루’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기부한	의

류,	소형가전,	생활	물품	등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여	재판매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국립제천치유의숲 산림치유 자원봉사단 발대식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제천치유의숲은	산림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산림복지시

설	이용	지원	등을	위해	충북지역	대학생과	제천시민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자원봉사

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추진

하는	산림치유	자원봉사단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및	산림환경	정화	활동,	사회적	약자의	

산림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	및	안전지킴이	활동,	취업	예정자	공공기관	현장	실습

지원	등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국립청도숲체원-국립대운산치유의숲, 산촌생태마을 사회공헌 활동 추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청도숲체원과	국립대운산치유의숲의	임직원들은	경상북

도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의	산촌생태마을에서	2021년	3월	마을	가꾸기와	일손	돕기	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참나무	원목	표고버섯	종균	이식	및	표고버섯	수확,	원목	운반	작업,	마을	일대	환경정

화	활동	등을	실시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촌생태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2019 2021

1인당 봉사 시간

2020

8.2h

2.8h

10.6h

2019

20202019 2021

임직원 총 봉사활동 시간

2020 2021

3,678h

1,064h

4,809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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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Context

대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고와 

재난 발생의 위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의 강화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pproach

진흥원은 안전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021 Performance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확대

(1개소	→	8개소)

사업장	내	안전 및

산업재해 무사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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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대응 
강화

안전목표 국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산림복지시설 환경 조성

전략 방향

추진 과제

성과 지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시설물 및 건설 안전관리

•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	통합	재난안전체계	가동

•	내부자원	활용	국민	보호

•	산림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안전인식	제고.문화	확산

•	잠재적	위험	요인	제거

•	체계적인	건설	안전	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활동	인식지수 위험성평가	개선율

모니터링 매월(안전활동점검회의), 분기별(안전보건 성과 측정), 반기별(내부 심사), 수시(경영자 점검) 지적 사항

중장기 로드맵
               구축 단계(2019-2020년)               정착 단계(2021-2022년)                고도화 단계(2023-2025년)

•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	기반	마련

•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대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

•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선진화된	자율안전문화	확산

1단계      2단계      3단계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를	재정립하

여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자	중장기	경영목표의	핵심가치인	안전의	전략

과제로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설정하였습니다.	국민과	임직원	모두가	안전한	산림복

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하고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통합	재난안

전관리체계의	고도화와	선진화된	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1년	4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

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중심	경영체계확립과	안전보건활동	수준향

상을	위해	도입된	본	평가에서	진흥원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과	실천의지,	안전

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안전보건	경영	핵

심	성과	측정,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등을	추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체	대상기관과	

강소형	준정부기관	그룹에서	유일하게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해야 ...

중장기 경영목표의 핵심가치 '안전', 전략과제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설정 등

선포

구체화

CEO 안전경영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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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프라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안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안

전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산림치유원의	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안전책임자	및	관리감독

자를	지정하여	조직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예산을	기존	대비	5.8억	원	확대하고	8개소에	

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규정을	개정하

였으며	기관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47종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단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 추가 전파 Zero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단

계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주무	부처인	산림청으로부터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2021년	국내	57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

록했음에도	임직원	2명,	방문객은	0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응으로	1일	3회	사내	방송을	하여	환기를	정례화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난	즉시	PCR	검사를	하였으며	시설별	소독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대응	활동을	추진하였

습니다.

비상 대응 훈련

34회 

371명 참여

2020

안전 관련 예산

2020

 32억 원

38억 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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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위험 요인 분석 안전관리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시

설이용	단계별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용객의	관점에서	출발,	입

소,	체험,	식사,	퇴소의	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이용객	안전교육과	안

전조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전관리	App	힐링e숲을	개발하여	이용객의	위험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1단계 예방

예방 중심의 점검체계 구축  

 3단계 대응  

신속·철저한 위기상황 대응

 3단계 대응  

비상대응 훈련 및 현장 점검

 4단계 복구  

확산 여파에도 즉시 운영 정상화

•	전	직원	코로나19	2차	접종률	92.7%	달성

					(전국	82.8%	보다	상위)

•	방역관리자	부서별	지정(43명)

•		발급	및	재택근무	가이드	등	

						상황	시	업무	연속성	유지

•		즉시	전파체계로	기관	운영	정상화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검사와	시설폐쇄

•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신속한	보고

•	해당구역	소독	실시	등	지도(2건)

•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실시

•	현장	방역실태	지도.점검(20회)

•	경영진	집중방역	점검	실시(17회)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안심 여행지 선정

코로나19 모범 방역으로 

우수 수범사례 선정
주무 부처(산림청)

2단계 훈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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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대응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사태	발생	평균이	최근	5년	동안	72ha인	데	비해	2020년도에는	

1,343ha로	약	20배	증가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재난대응체계를	개선

함으로써	자연재난	상황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산림복지시설	재난대응	프레임을	구축하고	산림청과	유관	기관의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상호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와	안전모,	절연장갑	등	안전장

구의	보급을	지원하여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가	작동하여	2021년에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고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사전 안내

•		코로나19	자가문진(유증상	등)	실시	및	사전	안내장	제공	•		알레르기,	아토피	등	이용객	특이체질	사전	점검

이용객 안전교육

•	비상대피로·대피장소	및	응급상황	행동요령	안내		•	안전신고	채널	및	모바일	안전관리	App	개발·운영

주요 체험별 안전조치 활동

구분 위험 요인 안전 요인

숲길체험

•무리한		활동	시	심정지	발생

•벌,	뱀	등	유해동물	상존

•경사지	등	미끄러짐	사고

•숲길	AED	비치(54대)

•해충	및	유해동물	트랩	설치

•체험시설	논슬립	패치	부착

산림레포츠

•돌발	운동	시	근육	경련

•클라이밍	체험	낙상	위험

•산림레포츠	활동	미숙

•운영	전	준비운동	실시

•안전	장구류	착용

•레포츠지도사의	활동지도

목공체험

•저연령자	목공	도구	사용

•목공	도구	사고	위험

•작업	시	목재분진	발생

•수준에	맞는	목공	도구	사용

•목공지도사의	활동	지도

•목재분진	흡입장치	설비

수치유 및 온열치유

•수치유	시설	내	미끄러짐

•온열치유	시설	안전사고

•무리한	활동	시	탈진

•아쿠아	슈즈	비치	및	매트	설치

•활동지도원	상시	배치

•탈진방지용	응급	물품	비치

감영병 유입 차단 및 영양 관리

•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및	전문	영양사	배치	•		식사	이용객	전용	방역관리용	온도	측정기	비치

고객의견 환류 및 시설 위생 관리

•		시설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의견	청취	•		교구	및	숙박·프로그램	장소	미화·소독	실시

시설이용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1 출발

2 입소

3 체험

4 식사

5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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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본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횡성숲체원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등	정부의	안전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

축	및	인증	확대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

템(KOSHA-MS)	운영의	효과성과	운영에	필요한	가용인력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

속기관	전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인증	이후	사업장별	사후심사	등	심사기관의	평가

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책임	경영의	이행수준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소속기관별로	독립적	인

증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총괄	안전관리	업무의	집중도를	강화하고	소속기

관	주관	시스템	구축·인증을	통한	향후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중심의	경영	패러

다임	전환	및	업무	책임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

유원,	국립횡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대전숲체원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에	국립나주숲체원이	추가로	인증받을	예정입니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업장	단위로	인증받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486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82.8%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및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매뉴얼(FoWI-M-01)」에	따라	진흥원	임직원을	포함한	협력업체와	도급사업	근

로자	전체	587명에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으로	

전년	대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체계	및	관리	표준화를	

마련하고	운영계획	및	관리	절차를	정립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개소

8개소

2022
상반기

2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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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리 
강화

맞춤형 근로자 심신 보호 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진흥원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임직원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

하고자	맞춤형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맞춤형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상담	횟수와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

으며,	신체에	유해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및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와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위험작업	사전	허

가	절차를	확대하여	사전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협력업체	임직원이	참여한	합동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포이파트너스	및	식당	등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

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안전보건협의체	18회,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4회	

등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교체	장비	지원	등을	원활히	하였으며	

협력업체	임직원의	안전보건	교육	장소와	교재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구분 정신 건강 보호 신체 건강 보호

맞춤형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	힐링	프로그램(2회,	36명)	운영	

					-	스트레스검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	고객접점	부서	전화녹취시스템	도입(20회선)

•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매뉴얼	제작·배포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158명)

•	특수건강검진	지원(15명)	및	단체보험	가입

•	휴게실	확충	및	혹서기	그늘쉼터	제공

운영 방식 개선

•		심리상담	연계	및	1인당	

						상담	가능	횟수	확대(4회	→6회)

•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설명회	실시	및	

						힐링	프로그램	연계

•	사무직·현장직	등	유형별	조사

•		목재분진,	벤젠	등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	특성	반영

추진 실적

•	통증호소자(26명)	전문가	상담

•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

•	손목받침대,	기능형	책상	제공

41건

86.7점
70건 94.3점

상담 증가 만족도 증가

2020 2021 20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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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정 안전 확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진흥원의	시설물	건설과정	단계별,	대상자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층	목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BC	Wood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세계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계획단계부터	안전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재	성

능과	고층	목구조에	적합한	구조용	집성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성	공사의	공정회의	시	안전교

육을	실행하였으며,	안전총괄팀과	협업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대장	점검	시	적정성에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공사	감독자가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이

수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시설의	계획,	공사,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가상	훈련을	실시함으

로써	안전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안전모는	상시	착용하게	하였으며,	폭염	시에는	근로시간을	변경하

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냉장고를	비치해	수분	보충을	돕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성	

평가	개선율이	86.4%에서	93.1%로	향상되었습니다.

맞춤형 근로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진흥원	내부의	구성원별	안전인식	수준의	차이와	안전담당자의	전문역

량	미흡,	이용객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	등의	내부	여건의	분석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상별 맞춤 교육

관리자 안전관리	리더십	교육	실시	–	기관장(18명),	부서장(54명)

신규자 위험	요인	및	행동요령	교육	–	신입직원(121명),	전보자(15명)

일반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관련	교육	–	교육	성취도	환류	실시(년4회)

전문역량 교육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	실무	등	외부	전문기관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5명),	

안전보건담당자(33명)

실무 안전경영시스템	양성	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무자(7명)

재해 대비 교육

교통	안전 출퇴근	재해	안전운전	교육(교통안전공단)	–		사고	재해자	등(57명)

응급	상황 전	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455명)

위험성 평가 과정 [위험성 평가 보고체계] [근로자 작업 중지권]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④	위험성	결정	

⑤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⑥	(환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후	개선			

•	(보고단위)	사업장	단위

•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실행)	관리감독자

•	(지도·조언)	안전	관리자

•	(대상)	종사자	전체

•		(내용)	위험상황,	잠재적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사고	징후	있을	시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에게	알리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조치	이행

•		(참고사항)	작업	중지	요청	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제로 달성

산업재해 방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지정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0202020 2021

위험성 평가 개선율

86.4%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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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Context

임직원이 일과 삶에서 균형을 이루고 

역량을 강화해 성장하는 것은 진흥원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확대 실행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Approach

진흥원은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임직원과 

국민 모두를 존중하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021 Performance

3년 연속 

인권경영	영향평가	우수	달성

가족친화기업

5년 연속	인증

(여성가족부)

채용심사	공정성,	독립성	

강화	및	비위요인	차단으로

공정채용 실현

사회형평적	채용	전	분야	

정부	목표	

100%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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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공정한 채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역량	있는	현장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

고자	채용과정	전반에	공정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채용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채용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위	위험	요인	진단	및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직무능력

중심의	전형별	제도	개선과	직무적합	평가	검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채용	도입	및	정보제공	확대로	응시자의	감염병	발생이	없도록	하였습

니다.	아울러	채용	전형별	위원선정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필기전형	문제출제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	진흥원과	위탁업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채용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구분 개선 사항

전형별 위원선정
•		위원선정기준	수립에	따른	위탁업체	위촉·관리

					-	진흥원	-	기준제시,	업체	-	보안유지	및	위원	선정

필기전형 문제출제

•		시험출제	관리방안	마련	필기전형	100%	

				-		진흥원	–	과목별	문항	수,	난이도	등	출제	가이드	제시

				-		업체	–	기출문제,	복수답안	등	점검	후	검수결과	통보		

지역인재 초과 채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역거점	대학	14곳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채용컨설팅을	추

진하여	직무별	취업전략,	직무역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과목을	개

설하여	경북대	등	7개	대학에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전공	지역인재	채

용	비율이	2020년	대비	22%	확대된	83.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목표인	12명에서	2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全분야 정부 목표 100% 초과 달성

구분 청년 고졸 지역인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정부 목표(명)
14

(정원의 3%)

3

(정규채용의 9.3%)

12

(정규채용의 35%)

15

(상시근로자 3.4%)

19

(상시근로자 4%)

추진 실적(명)
36 

(채용)

4

(채용)

26

( 채용)

19

 (고용유지)

22

(고용유지)

달성률(%) 257 133 217 127 116

설립(2016) 이후 

채용 관련 비리

0건

20202020 2021

정현원차 비율

9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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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개발 중장기 HRD 전략 수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미래지향적	산림복지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HRD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교육	인프라	개선,	직급·직무	전문성	강

화,	자체	교육	내실화를	통해	HRD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HRD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가능	운영을	추진하여	임직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인재 전문교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인재	육성을	위해	직급별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세

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	직무별	심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체교육	콘텐츠의	제작	및	자율학습	조

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과 목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림복지 전문인재 육성

단계
1. HRD 기반 고도화

(2021~2022)

2. HRD 운영 안정화

(2023~2024)

3. HRD 지속가능 운영

(2025~)

인프라 교육 인프라 개선 역량 진단 시스템 활성화 분야별 역량강화 트랙 구축

전문성 직급·직무 전문성 강화 직무별 전문가 육성 직무별 전문인재 Pool 관리

미래지향 자체 교육 내실화 미래지향 직무교육 확대 HRD 패러다임 전환 선도 

추진 방향 ① 교육 인프라 개선 ② 직급·직무 전문성 강화 ③ 자체 교육 내실화

추진 과제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전문교육 인프라 확대

•직급별 교육과정 세분화

•직무별 전문·심화교육 실시

•자체 교육콘텐츠 개발

•자율학습 문화 조성

중장기 HRD 전략체계

직급별 맞춤형 교육

구분 1급 2급 3급 4~6급 공무직 등

역량모델

전략적사고, 문제인식 정책기획, 조직관리 기획력, 성과관리 자기주도, 열린사고 공동의식, 업무인계

개설교육
비즈니스 혁신, 워크 

다이어트 등

ESG 성공전략, 

전략&실행 등

코칭 리더십, OKR, 

인사조직 등

업무스킬, 태도, 

팔로워십 등

팀워크, 실무 테크닉, 

자기계발 등

추진 실적 13명, 5개 과정 25명, 6개 과정 38명, 19개 과정 312명, 25개 과정 75명, 121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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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교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퇴직	예정자의	은퇴	후	전환지원	프로그램으로	산림복지전문가	자격	취

득,	보수교육과	역량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5명	이내의	인원이	수료하였습니다.	HRD	교

육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1명	이내이므로	현재까지의	내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진흥원은	대전	네트워크	협력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HRD	교육체계를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학습문화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2021년 11월)

(대면학습) 학습조직(CoP) (비대면학습) 독서경영

• 자기주도적 교육을 위한 학습조직(CoP) 운영(4개) 

– 정례적 성과 모니터링, 우수 아이디어 포상 등 지원

• 지속가능 산림복지를 위한 연구분야 설정 및 지식 공유 

– 예) ‘숲생태도감‘(대전) 제작 및 전 기관 사례 배포

• CEO와 함께하는 전 직원 독서경영 추진(5회) 

– 월별 주제선정, 추천도서·소식지 공유, 활동 우수기관 포상

•   대표사례   독서아카데미 ‘마음다독 힐링: 포엠’(치유원) 

– 영주지역민-임직원과 함께 하는 산림치유 연계 문학힐링

직무별 심화교육

핵심 직무 추진 내용 추진 성과

산림교육·치유

기존

•의료연계형 산림치유 전문가 육성 교육(국립정신건강센터)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교보교육재단)

•환경성질환 아동 면역증진,  심리회복 전문교육(수원 아토피센터)
• 청소년 인성함양 숲교육 

콘텐츠 ‘톡톡톡(talk) 공감’ 

공동개발(교보교육재단) 및 특허 출원

•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 질적

관리 등으로 교육성취도 5.3% 상승

(77.6점 → 81.7점)

산림치유 R&D

강화

•만성질환, 치매예방 등 임상연구 기반 산림치유 과정(2회)

•GIS 기술, 데이터 수집·분석 등 치유자원 연구 교육(8회)

•유관기관 참여 토론회(산림복지 중장기 연구, 길을 묻다)

안전·시설관리

강화

•산림현장 작업장 위험요인 전문교육(임업기계훈련원 연계)

•숲길 위험요소(낙석, 야생동물 등) 대비 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현장근로자 대상 고위험 기계 및 유해물질 관리 교육(10회)

임직원 수요 반영 교육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성과

산림복지

아카데미

자연감성, 산림인문학 등 전문가 특강(6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 직원 참여율 제고

소속기관

자체교육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직무교육 실시(44회) – 

숲밧줄 놀이, 프롭테라피, 노르딕워킹 등

• 본원 → 기관 예산 이관으로 교육설계 자율성 확보 – 소속기관 교육훈련비 

증액(51 →80백만 원)

마이크로

러닝

• 카드뉴스 형태의 CS교육 ‘슬기로운 포이생활’(매월)

• 고객중심경영(CCM) 상시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핵심가치 퀴즈대회(5회)

교육만족도

75.6점
81.8점

2020 2021

8.2%

현업적용도

77.1점
81.6점

5.8%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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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내외	상시적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성과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임직원의	

불만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	수용도	조사를	통해	본원	중심의	평가체계로	인

해	소속기관의	평가	대응	고충을	파악하고	소속기관	본연의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방식

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진단	인터뷰의	실적보고서	작성과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속기관의	비계량	보고서를	1/3	수준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위원

회위원을	내부	4명,	외부	3명으로	구성,	외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관

리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성과관리기구의	공정

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육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여성	상임임원의	부재와	여성	예비임원	Pool의	부족을	보완하고	여성임

원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임원의	양성평

등을	유지하고	여성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여성	상임임원	임명을	위한	사

내	여성	관리자를	확충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구분 2022 2023 2024 2025

여성관리자 28명(28.9%) 32명(30.5%) 38명(32.5%) 40명(33.1%)

전체관리자 97명 105명 117명 121명

여성관리자 육성 목표

차세대 여성리더 역량개발 지원

구분 제도 개선 추진 성과

예비관리자
•  교육  역량진단 및 의사결정 방법 등(10회)

• 네트워크  기관별 여성직원 소통 모임

• 승진   육아휴직기간 최저소요연수 산입

• 배치   휴직 후 원부서 복직 100% 보장

중간관리자

•  교육  리더십 진단, 여성관리자 역할, 

갈등관리, 직무역량강화 등(2회)

• 네트워크  예비관리자 1:1 멘토링

•  승진   역량면접, 다면평가 실시 – 3급 

여성승진율 35%  * 남성 33%

•  배치   소속기관 부서장 임명(2.4% ↑)

고위관리자
•  교육  여성리더십, 경영관리 등(1회)

• 네트워크  유관 기관 여성관리자 간담회

•   임피제   여성선호직업 발굴, 교육 지원 

•   배치   기관장, 본부장급 주요 보직 

배치(4명) 

여성관리자 확대

24.3%

 27.6%

2020 2021

3.3%p

• 여성관리자: 3급이상 직원

20202020 2021

성과평가 제도 수용도

74.5점 7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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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체계 보완

인권경영 추진 전략

‘제2기 인권경영위원회‘ 출범

구분 공정성 강화 대표성 향상

기존
•  위원장은 내부 

위원에서 선출

• 근로자위원 중 선정

• 자회사 미참여

개선

•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만 

선출하도록 

「인권경영이행지침」 

개정

(현 위원장: 공인노무사)

•  내부   근로자대표, 

서비스본부장 등 구성

•  외부   노무사, 자회사 

대표, 전문업 등 구성

직원 인권 보호

문제점
산립복지업 특성상 고객 응대가 많아 민원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대응 체계는 부재

해결책   ① 보호매뉴얼 신설        ② 피해예방·회복 강화

개선

-  현장중심   프로그램, 전화 등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작성

-  체계구축   각 기관별 대응 책임자, 담당자

-  사전예방   CCTV, 자동 통화녹취 등 여건 개선

-  사후관리   근로자피해회복프로그램 연계, 법률지원

인권존중 인권경영 추진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진흥원의	비전과	연계한	국민의	삶을	가꾸고	인권을	존중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	인권	비전을	설정하고	인권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인프라의	

제고와	인권의식의	내재화,	인권보호	강화,	인권	가치의	확산을	통해	인권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실행조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강화와	직원	인권	보호	강

화로	인권경영	이행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의	주기적인	시행과	개선과

제의	적극	조치를	통해	3년	연속	인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권 비전 국민의 삶을 가꾸고 인권을 존중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

추진 전력 인권경영 인프라 제고 및 의식 내재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권 존중·가치 확산

실행 과제

인권경영 인프라 제고 인권의식 내재화 인권보호 강화 인권 가치 확산

• 인권경영 이행체계보완

• 주기적 인권영향평가 시행

• 직원 인권감수성 개선

• 참여형 인권콘텐츠 운영

• 국민 건강권 보장

• 대상 맞춤형 인권보호

• 자회사 인권경영 활성화

• 고객·이해관계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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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및 인권 가치 확산

국민인권	보호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인권	보호와	인권	가치를	확산하고자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여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연물,	숲산책,	산림경관	등	치유인자를	활용한	심

신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피로도가	증가한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	등	대응인력과	격리자	11,672명에게	산림복지	프로그램과	비대면	키트를	제공하였

습니다.	진흥원의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	의료진의	심리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보행약자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자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

교육을	추진하여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코로나19 

대응인력

자연물·숲산책·산림경관 등 치유인자를 활용한 심신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  의료진·종사자 등 대응인력, 격리자에게 산림복지 프로그램·비대면키트 제공(11,672명)

      - 코로나19 의료진의 심리극복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자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선정(매출 급감으로 폐업 등)

•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대면/비대면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 1,248명 참여 후 부정적 기분 34.5% 감소 효과

소외계층, 

보행약자

산림복지바우처:  산림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바우처 지원(10만 원/4.4만 명)

•  녹색 공간 조성: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주요 생활·이용시설 73개소 선정

      - 실외 38개소 40,549m2 녹지조성, 수목 15만 그루 식재, 실내 35개소 16,796m2 리모델링

      - 무장애 숲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 없는 숲길 조성(19개소, 18km)

아동, 청소년

탄소중립·환경보호 등 산림역할을 강조한 참여형 교육모델 8종 개발, 141회 운영

•  유아숲체험원, 숲놀이터 등 숲체험 공간 제공으로 이용 증가(884 → 4,299명)

      - 중·고등학생 대상 산림복지업 관련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5,136명)

임직원 인권 보호 콘텐츠

구분 추진 실적

제도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계획“ 수립 → 예방 및 처리·대응 체계 마련

시스템 강화 •  갑질 사건 전담조직 및 신고 창구 상시 운영(감사, 인사부서 등)

인권보호 컨텐츠 제작
•  “내가 미안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전달하는 

동영상 콘텐츠 공모전 최초 시행 → 18팀 165명 참여, 13천 건 조회

조직문화개선 •  보직자 워크숍 개최(7회), 사내 퍼실리테이터(소통전문가) 양성(19명)

주요 성과
• 공모전 시작부터 끝까지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인권콘텐츠를 공개(13회)

• 고층(갑질,  인권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외부 고층신고채널 활성화

0건

2020 2021

7건

2건

20건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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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체감형	복지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FoWI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회사로	도약하

고	있습니다.	임신기와	출산기,	육아기에	따른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통채널을	강화

하여	임직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하였습

니다.

체감형 복지제도 개선

자회사·고객	인권	보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회사	구성원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

력을	통해	인권경영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분기	1회	운영	정례화를	

통해	안전지침을	마련하였고	호칭을	정리하고	업무	지시를	일원화하였으며,	인권경영	컨설팅과	

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회사의	인권경영을	활성화하여	근무만족도를	증진함

으로써	고용률	100%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아

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소통채널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을	100%	수렴하여	개선하였습니

다.	본원	및	각	소속기관별	고객만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고객만족헌장	공포	및	고객만족	경

영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운영 제도 내용 운영 실적 추진 성과

임신기

모성보호 단축근무 임신기 단축 및 영유아 양육(8h→6h) 6명

태아검진 임신 직원 검진 시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8명

출산기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육아휴직 자동연계 5명

자동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4명

육아기

육아휴직 자녀당 3년 내 자유로운 분할 사용 31명

근무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시 1일 2시간 단축 1,509건

2명

6명 78.3점 81.5점

일·가정제도 만족도모성보호 단축근무

2020 2021

200%
4.1%

구분 개선 추진 성과

복무 

개선

유연근무
•   재택근무 허용범위, 근무방식 등 재택근무 규정화

•   탄력근무 신청절차 개선(월 1회 → 주 1회)

휴가제도
•   연차저축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사용기준 완화

•   전 직원 홍보, 캠페인으로 사용 확대(124→210건)

근무 

지원

수당지원
•   주변 생활권 고려 벽오지 수당 지급 지역 확대

-  (기존) 9개 → (개선) 10개(예천 추가)

주거지원
•   입주기간 단축(2.5년) → 타 직원 입주기회 확대

•   다인 1실 관사 축소 후 1인실 확대(14실)

60.8%

78.6% 78.0점 79.5점

복리후생 만족도탄력근무제 사용률

2020 20202021 2021

29.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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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내재화

Rule1 똑똑하게 일하기 Rule2 오래 일하지 않기 Rule3 제대로 쉬기 추진 성과

•   대리 이하 직원(45명) 

중심 효율적 업무 저해요소 

발굴(146건 접수 → 105건 

반영)

•   FoWI 6가지 행동원칙 설정 

– 일 버리기, CS, 혁신 등

•   AI 영상 고객정보 수집기, 

시설 예·계약시스템 개선 등 

업무 자동화·효율화

•   메모보고 

활성화(결제줄이기) – 1인 

초과근로 14.3% 감소

•   집단 힐링프로그램 제공 등 

EAP 운영 확대(41 → 70건)

•   여가생활 지원 확대 – 

여행, 건강, 생활, 의료 등 

소상공업체 제휴 확대

7h/월  70.0점
6h/월

84.1점

1인당 초과근로 시간 근무 만족도

2020 20202021 2021

14.3%

가족친화기업 5년 연속 인증 (여성가족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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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노사협력 전략체계 수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협력과	참여를	기

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진흥원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진흥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사협의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임직원,	공무직,	기간제,	파견직	등	근로

자	전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과	근로자위원회,	노사	공동의	현장	밀착	소통채널을	

다각화하여	원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	포이소통나무	등의	구

성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MZ세대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소통	만족도

가	향상되었습니다.	

노사 소통채널 다각화

구성원 맞춤형 소통강화

구분 찾아가는 이사장실 찾아가는 근로자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추진 내용

•CEO 현장 활동 강화 
(7 → 17회) 

- 근무·주거 등 고충 경청 및 
공감

•직접 방문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현장 건의사항 접수(5회)

•노사위 간사의 1:1 
현장인터뷰로 상호공감 

노력(18회, 185명) 

대표 사례

•직원의견 반영한 
승진기준 마련

 - 「인사제도 세부운영지침」 
제정

•현장 악성고객 
대응 어려움 호소

→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벽오지 관사 우선 
확보(14실)

•벽오지 수당 대상 
확대(11기관)

구분 소통채널 주요 개선실적

주니어 

보드

• MZ세대로 채널 구성 

 – 아이디어 

발굴·개선(146건)

조직문화 개선 구성원 확대(24→45명) 및 활동 

강화(7→12회)

 → 아이디어 확대(101→146건), ‘FoWI답게 일하는 6원칙‘ 수립

포이 

소통나무

• 직원-CEO 간 소통채널 

– 개선사항 발굴·개선(31건)

신입 직원, 고졸 직원 등 계층별 소통 확대(7→10회)

- 공정 평가, 공정 보상 요구에 따른 내부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

노사협력 전략체계

노사 목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구축

단계 노사문화 정립(2021년) 노사문화 정착(2022~2023년) 노사문화 확산(2024~25년)

인프라 - 노사관계 협력 기반 강화 -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전파

파트너십 -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 노사 파트너십 강화 - 현장 중심 노사활동 확산

소통·역량 - 소통 및 노사역량 강화 - 소통, 노사 전문가 육성 - 권역별 노사역량 특성화

근로조건 - 노동존중 및 차별해소 - 노사 상생의 근로복지 운영 - 일터 혁신 문화 조성

전략 방향 ① 노사관계 협력 기반 강화 ②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③ 소통 및 노사역량 강화 ④ 노동존중 및 차별해소

추진 과제
•노사협의체 실행력 강화

•고충, 갈등 관리 고도화

• 노사 공동 경영참여 확대

• 사회적 가치 활동 전개

• 노사 의사소통 고도화

• 전사적 노사 역량강화

• 근무환경 및 조건 개선

• 근로안정성 제고

• CEO 현장 밀착소통 강화로 만족도 상승

   - 경영진-직원 간 소통 만족도 20.8% 향상

68.4점
82.6점

2020

• 노사 간 소통체계 고도화로 만족도 상승

   - 노사 소통채널 운영 만족도 23.3% 향상

67.5점
83.2점

2020 20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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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Context

정부의 반부패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적극행정, 갑질 근절,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윤리·준법경영에 기반한 투명한 

기관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Approach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도하는 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진흥원이 도입한 근로자 대표 참관제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윤리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 인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 Performance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획득

산림청	주관	반부패·청렴	

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2년 연속 인증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우수	등급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 등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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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 명단

이사회 구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ESG	기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독립성

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지

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회의	안정성	확보	및	체

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의사결정	리스크를	최소화하

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참관제의	활성화로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임원의	윤리

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	이수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기관장(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9명,	비상임감사	1명,	근로자	대표	1명

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산림	학계,	행정,	의료,	사회,	언론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기관을	경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직위 이름 성별 소속 및 지위 전문분야 임기 비고

상임기관장 이창재 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2019. 8. 12. ~ 2022. 8. 11.

상임이사 최재성 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 2022. 3. 7. ~ 2024. 3. 6.

상임이사 김종연 남 국립산림치유원장 2020. 11. 10. ~ 2022. 11. 9.

비상임이사

이창헌 남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 산림, 환경, 휴양 2019. 4. 18. ~ 2023. 4. 17.

김미경 여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 혁신, 감사 2020. 3. 23. ~ 2023. 3. 22.

방경숙 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보건, 간호, 치유 2019. 4. 18. ~ 2023. 4. 17.

안경섭 남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 정책, 조직, 평가 2019. 4. 18. ~ 2023. 4. 17.

윤정로 여 UNIST 초빙석좌교수 사회, 인문, 과학 2019. 4. 18. ~ 2023. 4. 17.

윤희일 남 경향신문 부국장 언론, 홍보, 경영 2019. 4. 18. ~ 2023. 4. 17.

이준우 남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산림, 자원, 건축 2019. 4. 18. ~ 2023. 4. 17.

최윤희 여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교수
한의학, 건강, 치유음식, 

의학
2021. 4. 18. ~ 2023. 4. 17.

임하수 남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산림복지 2022. 3. 7. ~

비상임감사 김동훈 남 OK Bank Indonesia 임원 2021. 9. 1. ~ 2023. 8. 31. 당연직

근로자대표 박인규 남 국립산림치유원 예천운영본부 고객지원팀 2022. 1. 20. ~ 참관

* 기준 : 2022년 7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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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임 절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당연직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10인	이내,	비상

임감사	1인을	임원으로	두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

이	임명합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산림청장이	임명,	산림청	산림복

지	담당	국장은	재직기간	중	당연직	이사로	임명됩니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제

7조	제2항에	따라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를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직접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에	여성후보자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2022

년	7월	현재	여성	비율은	2020년과	동일한	33.3%입니다.	진흥원은	2020년에	남성	종사자	비

중이	높은	산림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상임이사	직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산림정책·산림복지	

10년	이상	근무’를	‘산림복지·공공기관	운영	지식·경험’으로	개정해	여성지원자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비상임이사	9인은	전공과	사회경력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업	운영과	관련

된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로	2021년에	

개최된	이사회당	평균제언	건수가	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이사회	내	소위원

회	운영을	통해	ESG	경영과	안전·윤리,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성화	등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의사결정

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	실무소위와	ESG	분과	위원회가	있으며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여	본원을	비롯한	소속기관의	현장	참여

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구분 추진 내용 추진 실적

실무소위
• 전문분야별 실무소위원회 신규 구성·운영 

- 경영행정(2명), 안전윤리(3명), 사업운영(3명)

비상경영체계, 안전경영위원회 등 4회 

산림복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등 3회

ESG 분과 위원회
• 대외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ESG 분과 신설

• ESG 경영 전략 수립 참여 및 분과별 매칭·운영

탄소중립 대응회의(2회) 동반성장 활성화(1회)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1회)

구분 2019 2020 2021

참석률(%) 80.5 92.7 96.6

개최 횟수 8 8 5

심의안건(평균, 건) 9 4.2 5

경영제언(평균, 건) 2.6 5.0 5.6

전체 이사회 참석률

92.7% 96.6%

20212020

비상임이사 참석률

90.3% 97.5%

20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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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참관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부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도하는	이사회를	구현하고

자	근로자	대표	참관제를	활성화하여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와	근로자	대표

를	동일하게	대우하고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율을	2

년	연속	100%로	유지하였으며,	5회의	이사회	발언으로	이사회와	임직원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

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자	대표	참관제	도입	기관	중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공

공기관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	도입	사례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진흥원은	제도	검토와	노사

협의,	규정	개정을	거쳐	2022년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운영 활성화 

진흥원은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해	대면	이사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온택트	이사회를	

전면	도입	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짝수	

달,	셋째	주	금요일	14시로	정기	이사회	일정을	지정하고,	연	5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20년	대

비	이사회	참석률은	9%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비상임이사의	합

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사

회	6주	전에	안건	목록	및	개최	일정	등을	제공하며,	이사진,	근로자	대표의	사전설명회를	1주	전에	

진행하는	등	이사회에서	경영제언과	정책제안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1년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은	평

균	5.6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	사전	심의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진흥원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사회	내	분과	

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의	ESG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과제와	연계한	

비상임이사의	전문분야별	의견	수렴	및	신규과제	발굴	등의	자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운영 만족도 경영제언 처리율 비상임이사 발언수 심의 안건수

이사회 운영 성과 

2021

95.9점

2020

92.3점

2021

100%

2020

100%

2021

4.3회

2020

2.1회

20212020

4.2건

2년 연속

100%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여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참석률(%) 38 100 100

참가 횟수 0 2 5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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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포이파트너스 사무국장 

안재경

“모-자회사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동반 성장해야…”

㈜포이파트너스는 2019년 4월에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자회사로서 현재 91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

할로는 진흥원의 시설관리, 보안, 미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설립 초기로 지속가능 경영 기반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진

흥원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관리부서 실무협의체, 현

장관리 상시 협의체 등 정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년 연속 흑자는 물론 계약 관행 개선, 복리

후생 증진 등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관리, 서비스 분야 등의 

진단과 분석, 역량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前 근로자대표(2021년) 

최완규

“직원과 편하게 소통하고, 근로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진흥원은 2019년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 대표로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기

관 예산안, 조직개편, 규정 개정 등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교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근로자 참관제가 형식적인 제도로만 남지 않

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근로자위원에 대한 진흥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수평적인 이사회 운영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직원과 편하게 소통하고 근로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안건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경영진 측에서도 근

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해준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갈등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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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체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속가능경영체계의	확립과	ESG	경영	전략에	따라	공감하고	신뢰받는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청렴·윤

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청렴·윤리경영	내재화를	실천하

기	위해	윤리경영	인식	공유	및	체계적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윤리경영	실행력

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신고를	활성화하였으며	준법·윤리의식의	공감대	조성과	준법·

윤리문화의	내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사업	관리과	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	운영과	기록물	및	정보	관리로	청렴·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비전 공감하고 신뢰받는 준법·윤리경영 실현

목표
~ 2022년 

청렴·윤리경영 내재화

2023 ~ 2024년

윤리경영 성과창출

2025 ~ 2026년 

청렴·윤리경영 선도

추진 전략 윤리경영 인식 공유 및 체계적 실천 윤리경영 성과 창출 및 국민신뢰 형성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윤리경영 구현

이행 과제

- 준법·윤리경영체계 제도적 보강 

- 준법·윤리 의식 내재화·공감대 형성 

-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신뢰·공정 경영시스템 정비

- 준법·윤리문화 대외 확산

-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BP창출

- 신뢰·공정 경영시스템 강화

- 준법·윤리경영체계 확산

- 준법·윤리문화 선도

- 공정·투명을 넘어 국민 감동 선사

- 신뢰·공정 경영시스템 제고

윤리경영 전담조직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준법·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

영	수행부서,	윤리경영	자문과	협업의	전담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의결을	담당하는	CEO주도

의	윤리경영위원회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	하고	윤리강령에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

였으며,	윤리헌장	개정,	중장기	윤리경영	계획	등	주요	윤리	이슈를	의결하였습니다.	간사,	인사,	

혁신,	전략	등	5개의	윤리경영	수행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사,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을	채용하였으며	1기관	1인	준법·윤리	전담인력의	필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였

습니다.	또한	변호사,	교수,	NGO	대표로	구성된	제2기	시민감사관을	발족하여	윤리경영에	자문

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저해 요인 선제적 진단·개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부	규정상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개정하

여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체	제작한	윤리진단	Tool의	활용과	전문가	진단으

로	내부	규정상	윤리경영	저해	요인	26건을	도출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권고를	100%	이행하

여	26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인사·복무	10건,	회계·계약	8건,	윤리·감사	8건

이며,	2022년	주요사업,	직제,	사무	등	39개	규정에	대한	윤리	저해	요인을	점검하고	개정하여	

중장기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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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구성원과	자회사,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고자	

윤리경영	신고·상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극행정,	부패,	청탁금지

법	위반,	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각	신고·상담	내용에	따라	채널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이	보장됩니다.	

신고 채널 신뢰도 향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부의	낮은	문제의식과	신고	채널에	대한	인지	부족,	신고	처리에	대한	

불신에	따른		저조한	신고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	채널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신고	접수	처리

와	사후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신고	채널	인지도의	향상을	위해	전	임직원에	익명	신고	대면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고	채널의	QR코드를	제작하여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공공기관	신고사건	처리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조사위원회를	최초로	운영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피해자와	가

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사적	접촉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접수	처리와	사

후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익명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적

극적인	신고로	공정한	처리와	구제를	통해	기관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법·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활 속 청렴 실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임직원이	업무	중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청렴활동으로	윤리경영	실천	의

지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준법·윤리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사

가	함께	반부패와	청렴을	다짐하는	반부패	선언과	매년	전직원이	청렴서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

는	청렴	다짐,	조직별	청렴윤리문화	실천	강화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우수	포상	제도인	청렴	FoWI

인을	확대	운영	하고	있으며,	홍보물과	간행물에	청렴문구를	함께	제작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및	대전지역	공공기관	청렴네트워크,	산림	유관	기관	청렴	협의

체	등	대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렴활동으로	준법·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동 청렴 활동 대전지역 공공기관 청렴네트워크 산림유관기관 청렴 협의체

정부·공공기관 등 11기관 참여 민간·공공기관 등 6개 기관 연합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합동 반부패  

청렴 활동 추진 협의체 구성

온오프라인 공동 캠페인 실시(6건) 

ERP·홈페이지 등 노출(290만건)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10월) 

청렴 벤치마킹 사례 발표회(2회)

협의체 구성 확대(4 → 5기관) 

교차감사·청렴 활동 등 공유(2회)

산림청 

반부패·청렴 

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익명신고 건수 신분상 조치 건수

2021

20건

2020

7건

2019

2건

2018

0건

2021

4건

2020

4건

2019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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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정성 향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만족과	행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산림

복지바우처의	경우	연속	수혜율이	2019년	53.2%,	2020년	43.5%로	높게	나타나고	선순위	대

상자만	선정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3단계	바우처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산림복지바우처의	신규	수혜자가	기존	56.5%에서	26.4%	증가한	71.4%로	나타났으며	차상

위계층	1,270명에	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산림복지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품

에	대한	영상,	마케팅	등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품질을	향상함

으로써	상품	만족도가	5.9%	상승한	87.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반

영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부터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과	외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시범·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부위원	2명을	필수

적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단계별	창업	아카데미,	전문	업종	및	자

격별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과	민·관·공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한	사업	정산을	실시함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및	청렴·반부패	교육	

의무	이수를	통해	운영의	청렴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투명한 자금 운용·관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외부	전문가의	회계	감사와	심사의	전	과정을	대국민	공개를	통해	알리

고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간,	분기별	집행점검	및	사업비	카드	모니터링	등	정

성	사용에	대해	상시	점검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녹색자금	직접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완	대상	360건에	대해	100%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기

준	및	심사	과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	시	감사인	참관제도를	

상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자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비	오류·부정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복권위원회의	사업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예산	10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

였으며	녹색자금	사업비	부당	사용	발생	Zero,	녹색자금	사업	만족도에서	전년	대비	1.9점	상승

한	93.4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은	사업의	심사	절차와	기준	등	심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

니다.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권역의	세분화로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1인당	심사	규모를	축소하여	

심사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	사전·사후워크숍을	신설하여	사업	목적에	맞

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심사	시	녹지율의	열악성이나	재정여건	등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2년 연속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외부청렴도	‘녹색자금	관리’

최상위 수준 달성(9.8점)

선정절차	공정성	만족도	상승	

(89.0 → 90.9점)

대상지	적정성	만족도	상승	

(89.5 → 92.9점)

전문업 국가프로그램 인증 확대

127건

211건

민간 프로그램 만족도

84.7점 89.6점

2021

9.44점

2020

8.84점

2019

8.89점

2018

8.90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업무 외부청렴도(권익위) 수준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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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재무리스크관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으로	기관의	예산이	정부보조금,	사업수입	등으로	

편성되며,	사업수입의	증감에	따라	지출예산의	규모에도	변동이	발생합니다.	2021년은	팬데믹

의	지속으로	이용객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운영실적의	하락에	따른	예산운용	위

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영상황의	진단을	기반으로	지

속가능경영과	연계한	19개	분류,	69개	항목의	리스크	관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재무리스

크에	해당하는	31개	항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시설운영	예산	중	사

업인원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식당·세탁	관리용역,	재료비	등을	우선	절감하였으며,	사업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류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비

대면·디지털	산림복지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익창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내부견제시스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준법·윤리 경영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고유	위험의	맞춤형	관리	및	내부	견제와	경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준

법·윤리경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내부견제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를	통해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년	대비	2등급	상

승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 견제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고유	업무	131개의	위험수준을	3단계로	분류하고	관리주체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감사	전문성	향상	및	비대면	방식의	핀셋감사를	통해	효과적으

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

비재무리스크

비상대응계획

부패리스크

재난리스크

환경리스크
리스크 관리

 영역

내부 견제 강화 경영활동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

• 위험맞춤형 자율준수체계 운영

• 감사인 독립성 보장·역량 강화

• 감사기법 다양화로 효과적 

내부통제

• 소통형 감사로 일선 현장 지원

• 업무가 되게 하는 감사조치

• 외부전문가 경영 참여 강화

• 적극행정 운영체계 정비

• 사전컨설팅 접근성 향상

• 적극행정 우수성과 창출

견제시스템 운영 활동:  복무감사, 일상 감사,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법인카드 점검, 외부강의 점검 등 

7,332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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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IT기반 점검시스템 주요 개선실적 추진 성과

복무분야 경영정보시스템(ERP)
재택 근무, 출결 현황, 출장 여부, 업무 전념 수준(문서 미 열람, 

결재지연) 등 전 직원의 근무상태 상시 모니터링

보안분야 보안프로그램(T-gate)
해킹, 비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상시 운영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용 PC 점검 실시(1,548건)

국정원 정보보안실태 

평가 우수등급 달성

준정부 기관 평균 60.3점 

대비 18.3점 ↑

3단계 자율준수체계

업무별 위험 수준 관리 주체 및 내부 견제 추진 성과

고
재무·자금, 장기계속사업, 

자격·채용시험 등 30건

감사실

종합·특정·일상 감사, 상시 모니터링, 사업점검, 

적극행정 면책 등

부패·비위사건 발생 Zero 

적극행정 면책 1건 발굴

중
회계, 공사·안전·보안, 정보화, 

연구 등 41건

감사실, 주무 부처 

회계검증시스템, 안전경영시스템, 보안성 

점검, 연구심사위원회 등

2021년 외부회계감사 정상 

안전보건경영 인증 획득

저
차량·관사·계약 관리, 

법인카드 관리 등 60건

주무 부서, 현업 부서 

일상감사매뉴얼, 모범계약·법인 카드 

체크리스트, 복무·방역지침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Zero 

부정당 계약체결 Zero

비대면 방식 핀셋감사

이해충돌 방지 대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

축하고	전	임직원의	준수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비롯한	전담조직을	구

성하고	기관	내규에	권익위원회가	제시하는	‘이해충돌	예방·방지	10대	행위	기준’을	모두	반영하

고	징계	및	처분	수준을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100%	이수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직원	PC용	

화면보호기로	이해충돌방지	교육	내용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자금	사업	심사와	산림복지	시설이용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심

사위원의	연고지	심사	배제,	적격심사	강화와	임직원과	산림청	직원	대상	진흥원	시설이용료	감

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녹색자금	공보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2016년	설립	이래	6년	연속	이해충돌	방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서	복무점검	

지적사례	감소

6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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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정보보안 전략체계 수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정보보안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파기의	생애주기별	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실

시하였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보안	생활	문화를	조성

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보안사고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퀴즈게

임을	활용한	임직원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신규	직원	눈높이	보안교육과	보안관	양성	교육을	

통해	퇴근시	PC를	종료하지	않는	인원이	일평균	0.5명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한	총	4회의	내부통제	보안진단을	통해	56개의	취약점을	개선하였으며	총	4회의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전년	대비	2.3%	향상시켰습니다.	

추진 목표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

추진 전략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정보통신 

안전성 확보

추진 과제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보안 생활화 문화 조성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디지털 취약점 발굴·개선

개선 과제 개선 추진 성과

수집절차 표준화
기관 합동 매뉴얼 표준화 및 보안팀 

검토 1일 내 처리
법령 저촉사항 1/4 수준 감소

접속기록 점검 내실화
접속기록 S/W 100 설치,

불필요한 계정 41건 말소
접속기록 100% 점검·분석

처리위탁 보안관리
수탁사 17개, 71명 100%교육 

표준계약체결, 실태점검
개인정보 유출사고 Zero

암호화 100% 달성
월 4회 이상 점검 및

미흡직원 처분 규정화
암호화율 향상, 98.4% 

개인정보 일제 정비

파기 및 일제 정비 - 연 총 2회, 

컨설팅 14회 

불필요 정보 파기 4배 확대(4,438건)

불필요 개인정보 파기율 4배 확대

0.26→1.12%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고 수준 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우수’ 등급 달성

78.6점
(준정부기관 평균 60.3점)

91.3점 96.1점

20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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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구분 단위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유동자산

백만	원

32,894 31,427 29,363

비유동자산 23,587 24,508 26,804

자산총계 56,481 55,935 56,167

유동부채 2,128 2,165 2,451

비유동부채 1,037 1,141 299

부채총계 3,165 3,306 2,750

납입자본 50,669 50,669 50,669

이익 잉여금 2,647 1,960 2,748

자본총계 53,316 52,629 53,417

요약 별도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매출액

백만	원

			55,803	 			52,516	 			63,422	

순매출 			55,803	 			52,516	 			63,422	

매출원가 			30,195	 			25,897	 			30,757	

판매비와 관리비 			22,736	 			28,485	 			32,404	

영업이익 					2,872	 (1,866)	 							261	

기타수익 									28	 									51	 94

기타비용 - - 499

기타이익 - 1 2

금융수익 							915	 940 386

금융원가 3 2 3

지분법대상기업관련 이익 등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812	 (876)	 241

법인세비용 15 - -

당기순이익 					3,797	 (876)	 241

기타포괄손익 (1,468)	 							189	 547

총포괄손익 					2,329	 (687)	 788

당기순이익 					3,797	 (876)	 788

매출액순이익률
%

6.83 (1.67) 0.38

자기자본회전율 104.66 99.79 			118.73	

요약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경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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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진흥원 관리 사업

백만	원

					4,743	 					4,988	 					5,198	

산림복지정보 통계 					3,660	 					3,074	 					3,225	

산림복지시설 운영 			16,049	 			11,322	 			11,180	

산림복지 일자리 활성화 							531	 							682	 							594	

산림복지 협력사업 					1,727	 					1,264	 							665	

녹색자금 운용 관리 사업 			22,515	 			23,912	 			25,947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5,155	 					4,396	 					4,903	

숲체험 교육사업 					4,199	 					1,997	 					7,438	

산림복지시설 조성 			23,098	 			16,633	 			16,240	

합계 81,677 68,268 75,390

주요 사업별 사용 내역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개최 횟수 회 8 8 5

의결 안건 건 29 34 25

수정의결 안건 건 5 10 3

보고 안건 건 9 4 2

이사회 참석률 % 80.5 92.7 96.6

비상임이사 참석률 % 74.1 90.3 97.5

이사회 운영

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온실가스배출량(Scope 1)
tCO2-eq

383.2	 219.6	 245.5	

간접 온실가스배출량(Scope 2) 2,428.8 1,998.5	 2,306.3		

에너지 

사용량*

전력

TJ

50.0	 41.1	 48.2	

휘발유 0.2	 0.2	 0.2	

가스/디젤 오일(경유) 1.5	 1.0	 1.0	

프로판 4.3	 2.3	 2.7	

도시가스(LPG) 0.2	 0.1	 0.1	

총에너지 사용량 56.3	 44.7	 52.2	

녹색제품 구매금액 백만	원 1,077 819	 646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준

환경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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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여성

명(%)

4(33) 4(31) 4(31)

남성 8(67) 9(69) 9(69)

30세 미만 - - -

30~50세 2(17) 1(8) -

50세 이상 10(83) 12(92) 13(100)

이사회 다양성

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전체 임직원 수 전체 임직원 수(현원)

명

384 465 477.5

고용형태별

정규직

합계 384 465 477.5

여성 193 245 247

남성 191 220 230.5

비정규직

합계 22 16 7

여성 20 1 1

남성 2 15 6

소속 외 인력 29 24 19

근무형태별

(정규직 기준)

전일제

합계 372 453 472

여성 184 236 243

남성 188 217 229

파트타임

합계 12 12 5.5

여성 9 9 4

남성 3 3 1.5

연령별

(정규직 기준)

20대 106 164 166.5

30대 181 200 208.5

40대 52 54 57.5

50대 이상 45 47 45

임직원 다양성

(정규직 기준)

장애인 비율
%

3.9 3.2 4.1

여성 비율 50.3 52.7 51.7

여성 관리자 수 명 11 17 24

여성 관리자 비율 % 20.8 23.6 27.9

전체 정규직 임직원 현황

사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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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신규 채용 인원

신규 채용 총인원

명

123 141 58

여성 80 74 27

남성 43 67 31

10대 1 4 3

20대 80 88 35

30대 31 34 13

40대 7 6 4

50대 이상 4 9 3

퇴직 인원

퇴직 총인원 31 58 37

여성 22 22 17

남성 9 36 20

20대 17 28 16

30대 5 17 13

40대 4 5 5

50대 이상 5 8 3

고용안정성
평균근속연수 년 3.6 3.1 3.5

이직률 % 9.4 13.7 7.9

신규 채용 인원 및 퇴직 인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강원

명

6 9 7

경기 9 19 7

경남 8 3 3

경북 14 9 5

광주 11 14 7

대구 11 11 6

대전 20 17 3

부산 6 4 0

서울 12 12 5

세종 1 6 0

울산 11 1 0

인천 6 4 0

전남 3 9 2

전북 5 7 2

충남 - 9 5

충북 - 7 6

합계 123 141 58

신규 채용 인원 거주지역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강원

명

2 5 3

경기 3 7 6

경남 1 1 1

경북 3 4 5

광주 7 3 3

대구 2 3 0

대전 2 10 6

부산 - 4 2

서울 6 4 1

세종 1 4 4

울산 - - 1

인천 1 2 0

전남 1 2 3

전북 - 3 0

충남 - 4 2

충북 2 2 0

합계 31 58 37

퇴직 인원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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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운영

성과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명

남성 43 50 53

여성 28 33 32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7 7 7

여성 21 19 24

육아휴직 복귀자 수
남성 5 4 4

여성 5 4 6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수
남성 4 4 3

여성 5 4 4

육아휴직 복귀율

%

남성 71.4 57.1 57.1

여성 23.8 21.1 25.0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비율

남성 80.0 100.0 75.0

여성 100.0 100.0 67.0

유연근무제 

이용 성과

시간선택제
명 실적 12 6 1

% 사용률 3.1 1.3 0.2

탄력근무제
명 실적 165 215 424

% 사용률 43.6 46.8 88.9

원격근무제
명 실적 - 357 367

% 사용률 - 77.8 76.9

복리후생(육아휴직제 및 유연근무제)

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교육 총예산 백만	원 154 115 212

교육 총인원 명 442 468 477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남성

시간

49.4 53.8 59.2

여성 52 55.9 61.5

임원 44.7 47.2 52

1급 44.7 47.2 52

2급 44.7 47.2 54.3

3급 55.9 52.5 57.8

4급 57.2 55.7 61.3

5급 56.5 59.8 68.8

6급 56.5 59.8 65.8

공무직 56.5 59.8 65.8

1인당 교육비 천	원 347 245 444

내부교육 만족도 점 73.0 75.6 81.8

임직원 교육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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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장애인

명

6 4 2

고졸자 1 12 6

청년 93 114 46

지역인재 82 104 45

취약계층 - 1 0

국가유공자 18 23 0

사회형평적 채용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사회공헌 지출액(기부금) 백만	원 122 281 16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시간
시간

1064.0 3768.0 4809.0

임직원 1인당 평균 봉사시간 2.8 8.2 10.6

사회공헌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산업재해 발생 건수 건 1 - 0

산업재해율 % 0.27 - 0

부상자 수
건

1 - 0

사망자 수 - - 0

산업안전보건

구분 대상 필요역량 교육내용 이수인원 비고

안전관리자

기관장 안전관리	리더십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연	6h) 4명 역량교육

부서장 부서원	안전보건관리 관리감독자	교육(연	16h) 54명 법정교육

안전담당자 안전관리	직무역량 안전관리	종사자	직무교육(연	8h) 33명 역량교육

일반관리자

전 직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	3h) 429명 법정교육

신규 직원 기관	특성	및	행동요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규정(채용시	8h) 121명 법정교육

전보 직원 원내	위험	요소	파악 기관	현황	및	사고사례(배치전	2h) 15명 법정교육

작업근로자

산림 내 작업자 작업	위험	요인	파악 임업기계훈련원	교육(연	2h) 33명 역량교육

특수근로자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물질안전보건교육(연	1h) 38명 법정교육

현장근로자 위험	기계·기구	안전관리 특별교육	및	응급조치	요령(연	16h) 11명 법정교육

2021년 안전보건교육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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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등급

3 3 3

부패방지 시책평가 산림청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최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정보 보안 위반 사례
외부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건
- - -

반부패 위반 사례 반부패 위반 사례 건수 - - -

윤리경영

구분 항목 단위 2019 2020 2021

윤리 교육 이수자 수(이수율)

합계

명(%)

454(100) 468(100) 469(100)

임원 2(18) 3(25) 3(100)

직원 452(100) 465(100) 469(100)

협력사 - - -

인권 교육 이수자 수(이수율) 454(100) 468(100) 469(100)

윤리경영 방침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협력사 수 개소(%) 223(100) 267(100) 357(100)

* 2021년 : 윤리 및 인권 교육 1인 평균 17.8시간, 전체 8,464시간

윤리 및 인권교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지역사회(구매)

중소기업제품

백만	원

26,949 30,812 32,040

기술개발제품 1,121 1,100 1,095

여성기업 3,477 3,777 4,938

사회적기업 1,062 1,056 1,429

사회적협동조합 26 72 195

장애인생산품 1,506 1,344 1,588

국가유공자 19 13 10

온누리	상품권 50 83 76

소계 34,210 38,257 41,371

협력사

자회사 1,570 3,818 4,191

환경증진사업	수행자 20,325 25,180 25,980

소계 21,895 28,998 30,171

임직원

인건비 19,965 25,017 	28,821

복리후생비 573 537 565

소계 20,538 25,554 	29,386

합계 76,643 92,809 100,928

동반성장 및 경제적 가치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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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주제(Topic) 공개(Disclosure) 페이지

GRI 102: General Disclusures 2016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6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6

102-3 본사	위치 6

102-4 사업장	위치 6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6

102-6 시장	영역 7

102-7 조직	규모 111,	112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13

102-9 조직	공급망 70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45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0~11,	121~123

102-13 가입협회 128

전략
102-14 최고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4~5

102-15 핵심	영향,	위험,	기회 17

윤리성과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9~11,	93,	104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과	신고	메커니즘 105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100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38,	41

102-41 단체	협약 97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38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8

102-44 제기된	핵심	토픽과	관심사 38,	39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및 보고서 프로필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주체 해당사항	없음

102-46 보고	내용과	토픽	경계	결정 41

102-47 중요	토픽의	목록 41

102-48 정보	수정 없음

102-49 보고	변화 없음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보고일자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	시	연락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	부합	방법 About	This	Report

102-55 GRI	인덱스 118~120

102-56 외부	검증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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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경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12~23

GRI 201: 경제 성과 2016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111~	112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99,	104

GRI 205: 반부패 2016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관련	교육	현황 105,	117

GRI 300: 환경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49~50

GRI 302: 에너지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소비 112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43

GRI 304: 생물다양성 2016 304-1
보호	지역	및	보호	지역	외부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소유,	임대,	관리되는	운영	부지
46~49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50

GRI 305: 배출 2016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112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112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53

GRI 306: 폐수 및 폐기물 2016 306-3 폐기물	배출량 53

GRI 400: 사회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88

GRI 401: 고용 2016
401-1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114

401-3 육아휴직 95,	115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80

GRI 403: 산업안전보건 2018

403-1 산업안전보건	체계 81

403-2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및	사건	조사 83~84

403-3 산업보건	의료	서비스 86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자문	및	소통 86

403-5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교육 86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86

403-7 비즈니스	관계로	직접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영향의	예방	및	완화 86

403-8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적용	근로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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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3: 산업안전보건 2018 403-9 업무상	부상 116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88,	90

GRI 404: 훈련 및 교육 2016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115

404-2 임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89~91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93

GRI 412: 인권 영향 평가 2016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훈련 93~95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74

GRI 413: 지역사회 2016 413-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75~79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2,	3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과	그	구성	요소,	

경영접근방식	평가
80

GRI 416: 고객 안전보건 2016

416-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83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	

위반한	사건	수(처분	결과)
위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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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21년	3월에	유엔글로벌컴팩트

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진흥원

은	경영활동	모든	분야에	10대	원칙을	적용하고	원칙	및	사회적	책임	이행성과를	UNGC에	투명

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인권

Human Rights

환경

Environment

노동

Labour

반부패

Anti-corruption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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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결과보고서

진단 표준

한국표준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	용역의	일환으로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사회적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진단	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의	진단	체

크리스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적책임	경영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별	성과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진단 범위

한국표준협회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행성과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의	중장기	전략	및	추진	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책임	활

동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진단 방법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관련근거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적책임	경영	활동·성과에	관한	

내부자료	검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적책임	경영	이슈별	담당자의	인터뷰	수행

I. ISO 26000 사회적책임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는	사회적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프로

세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ESG경영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전략	및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

회적책임에	대한	지침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부문의	

진단	결과,	총	360점	만점에	336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사회적책임	인

식	등으로	구성된	프로세스	8대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사회적책임	인식,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의사소통,	

실행	영역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책임	

경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

한	원인분석과	개선	활동을	추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적책

임	영향력을	제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사회적책임 프로세스 진단 결과>

사회적책임 인식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 상황을 검토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 

참여전략을 수립

핵심주제와 

이슈 분석

쟁점 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이슈 목록 작성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조직역량을 고려해 개선, 관리 해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의사소통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검증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보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

100.0

80.0

60.0

40.0

20.0

0

사회적책임 인식

100.0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96.7

핵심주제와 이슈 분석

100.0

80.0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95.0

실행

95.0

의사소통

검증

100.0

개선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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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7대 핵심 주제별 진단 결과 

 조직 거버넌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현하는	K-ESG	리딩	기관’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각	영역별	전략방향과	전략/이행과제

를	도출하여	모든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회적책임	경영	추진	강화를	위하여	ESG	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

고	의사결정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해	ESG	분과별	조직을	

운영하고	외부	ESG	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사회적책임	경영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인권경영	강화를	위하여	제2기	인권경영위원

회를	출범하면서	위원장을	외부인원만	선출하도록	인권경영이행지침을	개

정하였으며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노무사,	자회사	대표	등	외부인원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인권보호	콘텐츠를	통

해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회사·고객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

동으로	인권경영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

가를	통해	조직의	가치사슬	내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동관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임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노사문화	정립의	해로	정하여	노사관

계협력	기반	강화,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소통	및	노사역량	강화,	노동

존중	및	차별해소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허용범위	및	근무방식	등	재택근무	규정화,	연차저축제	도입,	가족

돌봄휴가	사용기준	완화,	주변	생활권	고려	벽오지	수당	지급	지역	확대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실시,	혹서기	그늘쉼터	확대	등을	맞춤형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환경경영	강화를	통한	2050	탄소중

립	실현'을	목표로	환경경영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시설	녹지공간	확대,	생활밀착형	나눔숲	조성,	신규시설	

조성	시	목재를	활용	등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해	탄

소흡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스보일러를	펠릿

보일러로	교체하고	신규	차량	소유	시	전부	저공해	차량으로	운영하고	이용

을	활성화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측정하고	관리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공정운영관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윤리헌장을	선언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조사위원회를	최초로	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고	채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의	낮은	문제의식과	신고	채널에	대한	

인지	부족,	신고	처리에	대한	불신에	따른	저조한	신고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	채널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신고	접수	처리와	사후	구제	프로세스를	강

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유	위험의	맞춤형	관리	및	내부	견제와	경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견제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자회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진흥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조직이	사회적책임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이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정보공개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파기의	생애주기별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였

습니다.	또한,	산림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객의	

관점에서	출발,	입소,	체험,	식사,	퇴소의	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

인을	분석하여	이용객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

으로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의	불만을	상세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개선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1년	중점	추진	과제로	숲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지역	임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	지원,	지역

인재-산림복지	일자리	선순환	구축,	지역문제해결	적극	참여·지원을	선정하

여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유휴산림에	휴양과	임산물	체험을	접목한	임

업의	복합경영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	지원	대상을	15곳	선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신규	매출을	확보하

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

통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

동을	위해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사회공헌활동

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123| 

OVERVIEW SPECIAL REPORT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APPENDIX



<사회적책임 핵심주제 성과 진단 결과> III. 진단 결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결과,	프로세스	부

문은	360점	만점에	336점을,	성과	부문은	640점	만점에	612점으로	

총점	948점을	획득하여	SR(Social	Responsibility)수준	Ⅳ단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SR	Ⅳ단계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조직	구

성원의	인식수준이	높고	조직의	운영시스템,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고	조직	활동의	전	단계에	사회적책임	활동이	통합	운영되어	성과관

리도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직의	영향권	내에서	사회적책임

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

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부문과	성과	

핵심주제	부문의	미흡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더욱	

임팩트(Impact)	있는	사회적책임	경영	추진을	기대합니다.	

2022년	7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	명	수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는 활동

인권
조직 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준수 하며 실현하는 활동

노동 관행
조직 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환경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공정 운영 관행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 조직 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소비자 이슈
소비자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와 계약, 

지속가능소비 촉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지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조직 거버넌스

100.0

인권

98.3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96.9

노동관행

100.0

소비자이슈

100.0

100.0

소비자이슈

82.9

환경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

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 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 ·확산하고 있는 지식

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 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 운영기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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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의견서

서문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202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

적인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검증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주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한

국산림복지진흥원에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

는	업무	이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

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	v3의	검증표준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및	임팩트	원칙의	준수	여부	및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도를	‘일반	

수준(moderate)’으로	검증하였으며,	GRI	Standards에	의거하여	검증

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AS	v3	검증표준의	유형2(Type	2)에	해당하는	검증

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주장과	보고서에	담긴	

성과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검증범위는	2021년	1

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고	기간	동

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목표,	사업,	기준,	성과	

등	시스템과	활동을	중점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데이터와	광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검증하였으며,	이

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검증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로	제

한되었습니다.

검증방법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보도된	미디어	조사	및	분석

•	지속가능경영	성과	개선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토

•	재무	실적	데이터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	검토	

검증결과 및 의견[검증 원칙/프로세스 차원]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

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수록

된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부적절하게	기술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

다.	검증인은	‘202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포괄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켰는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

자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정부·국

회·유관기관,	임직원·자회사,	산림복지업·협력업체,	국민·고객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선정하고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중요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 정

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는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

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내ㆍ외부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

하였는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보고

서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사	대응을	위해	노력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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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대응활동이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

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팩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모

니터링 하였는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업데이트된	검증표준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파악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적용수준 검토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의거하여(In	

accordance	with)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여	다음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및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지표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

된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서가	Core	Option의	공통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지표를	검토하였습니다.

102-1	~	102-13(조직	프로필),	102-14(전략),	102-16	~	102-17(윤리

와	청렴성),	102-18(지배구조),	102-40	~	102-44(이해관계자	참여),	

102-45	~	102-56(보고관행),	103-1	~	103-3(경영접근방식)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	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에	대한	세부	공개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지표를	검토하

였습니다.

•경제:	201-1,	205-2

•환경:	302-1,	305-1,	305-2,	306-3

•사회:		401-1,	401-3,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

7,	403-8,	403-9,	404-1,	404-2,	412-2,	413-1,	416-1,	416-2

분야별 의견 및 개선 권고사항[실행 성과/이슈 차원]

검증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전체	조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경제 분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

포츠,	산림문화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

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숲의	혜택을	제공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코로나블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검증인은	한국산

림복지진흥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보다	높은	사회적	가치증진

을	위해	여러	협력사와의	협력과	더불어	책임경영을	통해	최근	중시되고	있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환경 분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관	활동에	따른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

향을	인식하고,	글로벌	환경	추세에	걸맞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

다.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지표를	취합하고	공개하는	것은	긍정적입

니다.	환경성과지표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정량지표에	대한	표준산정지침	등	

내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더

불어	환경경영에	관한	PDCA	관점의	접근을	통해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해	진취

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분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숲을	통한	치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

며	사업	운영	자체만으로도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검증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복

지	전문기관으로서,	성실한	사업수행	외에도	ESG	전략	및	과제	수립,	ESG	위

원회	신설	등	선도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노동/인권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여,	인

권영향평가의	주기적인	시행과	조치를	통해	3년	연속	인권	우수	기관으로	선

정된	점	또한	우수한	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임직원	외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점차	확대하여,	이해관계

자별	리스크	식별과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022년	8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	명	수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

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

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간사기관, GRI 지정교육기관, AA1000 검

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운영기구,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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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및 단체, 협회 가입 현황

수상 일시 수상 내역 주관

2021년	5월 코로나19	대응	심신회복	지원	공로	표창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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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년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년	9월 2021년	충청북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	날	충청북도지사	표창 충청북도

2021년	10월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산림청

2021년	12월 2021년도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ESG보고서	부문 LACP

2021년	12월 공공구매	유공	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2월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우수상) 산림청

2021년	12월 2021년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상 산림청

2021년	12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021년	12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등	사회적가치	기여	표창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년	12월 산림치유	유공	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2월 지역사회	연계	협력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2021년	12월 녹색복지도시	조성	장관	표창 대전광역시

2021년	12월 산림교육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	장관	표창 교육부

2021년	12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유공	청장	표창 산림청

2021년	12월 산림	일자리	창출	유공	청장	표창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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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경북,	강원지역	산불	유공	청장	표창 산림청

2022년	5월 어린이	활동	진로체험	유공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2년	5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2022년	6월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체험	유공	장관상 여성가족부

수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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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일시 인증 내역 인증 기관

2021년	10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년	11월 2021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1월 2021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년	12월 2022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1월 2022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2년	6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증 현황

협회명 가입일자

(사)한국목재공학회	 2016.	10.	6.

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16.	10.	28.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6.	10.	28.

(사)한국산림과학회	 2016.	11.	24.

한국임우회	 2016.	12.	5.

(사)한국행정학회	 2017.	6.	14.

유엔글로벌콤팩트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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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책임있는 산림에서 개발 관리된 생산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인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여,

FSCⓇChain of Custody 인증(인증번호 :SGSHK-COC-340194) 업체에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