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림·임업 전망, 2-2세션 가치있는 산림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 전략

2021. 1. 21. (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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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변화된 여가와 여행의 트렌드

코로나19 팬데믹 선포로 멈춰버린 지구, 락다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과 나라간 이동 제한, 사람과 사람간 거리 제한 조치 시행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020. 1. 20.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포 2020. 3. 11.

2019.5.vs2020.5.
전세계 항공기
운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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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변화된 여가와 여행의 트렌드

여가와 여행, ‘가까이·혼자·한적한·자연’ 선호
나혼자, 가깝고, 친근한 지역의 자연여행 선호, 코로나 이후 여행에 대한 갈망 여전히 존재
코로나19 전 대비 ‘등산’, ‘캠핑’등 소규모 여행 관련 언급량 상승, ‘산악회’등 단체활동엔 관심 저조
‘다니다+혼자＇ 언급량 큰 폭 증가(▲57%)

With 코로나, 자연으로 회귀(return to Nature)
도로유랑(차박), 야생여행(캠핑&글램핑),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적극적 고립
<제주관광공사, 2021.1., 12만건 SNS분석>

빅데이터 조사 결과,
기존 여행산업 위기인 동시에 기회
‘일상 속 힐링 여행, 비인기 여행지도 여행 명소’
<한국관광공사, 2021, 1. 13.>

<문화체육관광부,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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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도 생활권 숲 방문 수요 증가
전체적으로 숲 방문 수요 하락, 근거리에 위치한 생활권 숲 방문 수요 상승
서울 소재 숲과 산 방문 수요 2019년 대비 2020년 동기간 36.7% 증가

※남산, 도봉산, 매봉산, 관악산, 청계산, 용산가족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보라매 공원, 양재시민의숲
국립공원(22) 탐방객 수 26% 감소, 대도시 인근(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19.3% 증가
<국립산림과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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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이용 시간대과 이용 연령의 다변화
20, 30대 숲 이용률 350% 증가, 숲 이용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숲을 폭 넓게 방문
산행앱 트랭글, ’19년 대비 ’20년, 20, 30대 회원이 대폭 증가, 이용 패턴 오후를 이용해 짧게 이용
※ 2030 MZ세대의 등산, 캠핑, 골프 취미용품 판매 신장률 24%

<출처: Gmarket. 2021. 1. 18.>

<출처: 트랭글.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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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Before 코로나, 숲 방문 특성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전국민 81.1% 숲 적어도 연 1회 이상 방문하고 있음.
5, 8,10월에 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일형은 5, 10월에 숙박형은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남.

일상형 숲 방문(48.9%) 건강증진을 위해(72.2), 휴양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20.7)
당일형 숲 방문(49.8%) 휴양·휴식을 위해(60.1), 건강증진을 위해(19.3)

월
<출처: 산림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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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Post 코로나+고령화사회 대비: 숲 접근성 개선필요
숲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 수요 18.9%, 10-60대 이상 일상&당일 수요 가장 낮게 나타남
일상형 숲 방문(48.9%) 10대 참여율(21.1%): 미방문 이유 ‘시간이 없어서’
당일형 숲 방문(49.8%) 60대 참여율(37.1%): 미방문 이유 ‘건강이 좋지 않아서’
15~19세(75.5%, 1+2순위 기록) 시간이 없어서

60세 이상(54.4%, 1+2순위 기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출처: 산림청, 2020.>

생활권 숲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10대, 60대의 미방문 장애요인을 해결,
물리적, 심리적 숲 방문 접근성 개선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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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변화된 여가와 여행의 트렌드

With 코로나 산림복지시설, 비대면 가능한 시설로 유입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2020년 이용객 약 55% 감소, 인지도, 시설율 낮은 시설 상승
사립이 67.2%(628천명)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공립이 53.9%(5,397천명)로 감소폭이 가장 작음.
국립산림치유원 74.4%(44천명)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치유의 숲이 43.3%(6천명)로 감소폭
가장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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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청, 2020.>

2020년 이용객 38.5% 증가한 16개 자연휴양림 2019 이용률 전체 평균 이하,
이용객 감소폭이 가장 낮은 치유의 숲 다른 시설에 비해 시설 비율이 가장 낮음.
→ 공간 내 비대면이 가능, 조우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에 대한 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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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객 인식

자연휴양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
자연휴양림 장소적 쾌적감&한적한 공간(69.7%), 면역력 증진 활동 가능(19.7%)
Q.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이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이 잘 비치되어 있어서

5.2

감염병 관리 대응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서

5.2

이용객이 적은 한적한 공간이라서

17.3

숲길 걷기, 산림욕 등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19.7

타인과 멀리 떨어지거나 밀집된 공간을 피할 수 있어서

21.9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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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0.>

단독숙박 형태의 객실과 야외&소수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 높게 나타남.
※ 단독객실(숲속의 집) 47%(n=553) 이용, 공동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4.0%(n=47) 이용
※ 숙박시설 별 안전 인식정도 숲속의 집 > 야영장 > 연립동 > 산림문화휴양관
※ 자연휴양림 제공 프로그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61.4%(야외 25.8%, 소수 인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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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비대면 서비스 개념과 이용계층 확대
비대면 서비스의 개념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얻어지는 모든 활동’ 확장
비대면 언급량 2019년 대비 675% 증가, 50·60대 온라인 구매력 150% 증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배달 서비스, 원격 진료, 온라인 쇼핑, O2O,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실시간 원격 영상 시청 63%, 배달 앱 음식 주문 58%, 온라인 채널 쇼핑 41% ‘증가했다’고 응답
before 코로나 선택 → with 코로나 필수 → post 코로나 유지

非對面
untact

<출처: 제일기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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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코로나 비대면 서비스의 다양한 모습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쇼핑을 넘어서
로봇서빙, VR, 원격 진단, 온라인 콘서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서빙봇, 셰프봇, 가상피팅, 스마트테이블, 키오스크, 무인상점, 드라이빙스루 등 MR, AI, 로봇기술

로봇을 이용한 서빙, 검진 등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온라인 회의와
콘서트, 양방향 소통 능력 향상

O2O(online-to-offline)
<출처: www.google.com, 2020.>

OTT(over the top) 44.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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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목할 에듀테크, O2O 시장
온라인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및 온라인으로 접근 오프라인의 확장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ICT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edutech) 평균 12.3%성장
540만 초중고 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을 넘어서 대학, 성인 취미, 각 분야별 재교육으로 확장 가능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O2O의 ’19년 거래금액 97조원(22.3%성장),
O2O서비스 기업 매출액 2조9천억(30.4%성장): 식품·음식 8,400억원 (28.4%)

<O2O 서비스 기업 매출액 순위>

<에듀테크 시장규모, 2020.>

<O2O모식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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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현황: 숲이 와버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동영상, 온-오프, 위치기반+모바일
자연경관, 체험프로그램, 목재공작,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OTT, O2O,
위치기반+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교육청 온라인 수업 연계(900만원) 및 O2O 서비스(180만원)를 통한 수익 창출 → 2021년 확대 추진

기관별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제공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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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수익 창출 모형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체험kit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 O2O, OTT 서비스의 결합
※ 2021년 두 기관 모두 확대 추진 예정으로 자연휴양림 4,000만원 수익 확보
• 대상: 경기도 초등학생
• 모집방법: 지방 교육청 공고
• 방법: 체험kit,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주기: 1회성

• 수익: 900만원
• 추진계획: 확대 추진 예정
• 대상: 전국 수요자
• 모집방법: 자체 홍보
• 방법: DIY kit, 체험 동영상 스트리밍
• 주기: 1회/월, 6개월(총6회)
• 수익: 180만원
• 추진계획 : 확대 추진 예정
• 장애요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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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유망기술 8분야, 25유망기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향후 5년 내외 영향을 미칠 유망기술 25개 선정
KISTEP은 전문가 워크숍, 인터뷰 및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적 상황을 고려, 한국사회 환경변화를 파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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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유망기술 – 산림복지서비스 활용 분야
실감형 콘텐츠+AI·빅데이터-온라인 산림교육, 빅데이터+알고리즘+디지털 치료제-실시간·원격 산림치유프로그램,
ICT물류정보+배송용 자율주행-DIY kit구독, 실감 중계 서비스+GIS&3D영상기술-실내 산림환경구현,

스마트 모빌리티+통합교통+자율주행-교통약자 이동서비스, 5G기반 빅데이터+공간기반 디지털트윈-실시간 시설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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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산림복지서비스 모습
실감형 콘텐츠
(VR, MR)

O2O서비스
(상생 경영)

OTT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원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자율주행, 시설 내·외)

디지털 트윈
(예측 서비스 제공)

19/20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 전략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전략
정부, 연구, 산업의 균형있는 협력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 R&D 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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