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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결과와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측

정·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림자원육성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자료는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LISREL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평

가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경우 정책결과는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

성이 매우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정책지지도는 정책효과에,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잠재변수 상호간 경로계수가 대부분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

타내고 있어 산림자원 육성정책은 정책결과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아

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impacting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on policy accomplishment and

policy effectiveness in executing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officers and civilians who hav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s on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was

heuristically analyzed by using the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 Model. The policy accomplishments of forest

resource promotion significantly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suitability of problem recognition, the

suitability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rationality of policy execution, while the degree of policy support and

the policy accomplishments were having significant impacts upon the policy effectiveness. Since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and observed variables and among the latent variables mostly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 significantly,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was evaluated very successful in terms

of policy accomplishments and policy effectiveness. 

Key words :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LISREL, evaluation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산림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그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이

다. 이러한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산림정책 가운데 특히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

자원육성정책을 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

제 강점기와 6.25 전쟁기간을 통하여 황폐화된 산림을 녹

화하기 위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40여년 동안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산림자원육성정책은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으

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

림자원육성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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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관리행정’이다. 산림경영은 묘목을 생산하여

조림을 하고 숲 가꾸기를 실시한 후 수확하기까지 약

50~60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둘째, 산림자원육성

정책은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통해 목재와 단기소득임산

물 등 시장재의 생산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국토보전 기능 등 생산과정에서

플러스(+) 외부효과를 발휘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산림

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셋째, 산림자원육성정책은 자연

적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전문기술행

정’이다. 즉 기후·지형·토양·산림상태 그리고 산주

의 경영목표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수종 선택과 작업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적·경제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동북아산

림포럼, 2000).

그러나 정책은 한번 수립되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대

체로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이러한 정책이 문제의 인식이나 수립단계부터 바람

직하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의 집행은 합리적이었

고 그 결과와 효과는 어떠했는지 등 그 정책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산림자원육성정책에 대해서

도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시도되었다.

산림청은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성과분석과 제

2차 계획의 정책방향(1978)”, “산림행정 20년 발자취

(1989)”, “한국임정 50년사(1997)”, “산지 자원화 계획의

성과와 반성(1998)”, “제4차 산림기본계획 성과와 발전과

제(2007)”에서 산림자원 조성정책의 사업성과를 자체적으

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1991년, 1997년, 2001년, 2006년

등 4회에 걸쳐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여 산림녹

화사업과 경제림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도하였다. 한

편 김용환(1999)과 김연표(1999)도 산림자원 조성의 성과

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시도에서는

산림자원육성정책에 대해 정책의 문제인식부터 수립, 집

행, 결과 및 효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

석은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 문제인식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

의 적합성 및 정책집행의 합리성, 정책지지도가 정책결

과와 정책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측정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림자원육성정책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의 설정

1. 이론적 배경

산림자원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수

목·초본류·이끼류·버섯류 등의 생물자원, 토석·물 등

의 무생물자원과 산림휴양 및 경관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

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제2조 제2호). 산림자원은 수산

자원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1)에 속한다. 재생가능한 자

원은 본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유용한 산물을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Judith

Rees, 1990).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산림자원은 잘못 사용되

거나 심지어 고갈되는 경우에는 그 재생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게 된다(Erhun Kula, 1997). 반면, 산림은 건전하게

만 이용한다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정책은 임업의 발전과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국가기관의 규제와 촉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라

고 볼 수 있다. 산림정책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이므로 산림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목표의 설정이다. 목표

가 잘 설정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

로서 가치판단은 현실적이고 보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산림정책의 목표가 주관성과 자의성이 없는 정당

하고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가치를

사회적 수요에서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성

립되어 있는 역사적 단계에 알맞은 목표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정책의 목표를 사회적 수요와 국민 의식에서

구하고 정책수행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여

야 하며, 개별적인 이익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져야 한다(Erhun Kula, 1997).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

인 정책평가의 개념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평가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그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Poist(1979)는 정책평가를 “설정된 국가의 정

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정책

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였

다. Anderson(1979)은 정책평가는 “최종단계에서 뿐만 아

니라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Anderson, S. B. and Ball, S., 1979). 그러면 정책평가는

왜 필요한가? 강근복(2002)은 정책평가는 통설적으로 정

책이 만들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분석 또는 평가로서 정책

의 형성과 수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이외에 정책과

1)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은 에너지 자원과 물질자원, 재생가능자원과 재생 불가능자원으로 구분된다(Nick Hanley et al., 2001,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conom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p.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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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책임성 확보와 가설검정을 통한 이론의 수정·보

완 및 형성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김명수

(2000)는 정책평가를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

였다. 첫째,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정책 및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

무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기존 이론의 타당성 검증 및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

이다. 즉 정책평가는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책 원인과 정책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학적이며 체

계적인 연구 및 활동인 것이다.

정책평가 과정에 관해서는 Suchman, Nachmias, Soumelis

등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Nachmias의 견해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목표의 확

인 ②인과모형의 설정 ③적절한 연구 설계의 개발 ④측정

과 표준화 ⑤자료의 수집 ⑥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들고

있다(David Nachmias, 1979). 따라서 본 연구의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과정

을 거쳐 평가를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은 산림자원육성정책에 대한 문제인식의 적합

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 정책지지도가

산림자원육성정책 결과와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상호간의 구조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의 분

석방법의 하나인 리즈렐(LISREL)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2)

2. 분석 모형의 설정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한 리즈렐(LISREL) 분석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적용되어 왔다. 이규천(1994)은 한

국의 주택정책을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리고 이규천 등(1999)은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

정책 평가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김정봉(2004)은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수산기술개발정책의 평가에 관

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주성현 등(2007)은 백두대간 관

광개발이 지역애착과 관광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또한 최관(2008)은 LISREL 모형을 이용히여 임도

사업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자원 육성 관련 문제의

인식,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결과(성과), 정책

의 효과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그리고 오차변수로 구성된다. 잠재변수는 사회

과학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이론적 개념의

변수로서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로 구분된다. 외생

잠재변수는 모델 내에서 다른 잠재변수들의 값에 변동을

주는 것으로서 모델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간주되며 ξ(ksi)로 표기한다. 내생잠재변수는 모

델 내의 외생 잠재변수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며 η(eta)로 표기한다. 잠재변수

는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잠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

야 한다.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와 연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관측변수를 통해 잠재변수의 측정이 가능해진다.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그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측정하는 변수를 관측변수(x와 y로 표기)라고 한다. 관측

변수는 외생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생관

측변수(x)와 내생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

생관측변수(y)로 구분된다.

오차변수는 교란과 측정오차로 구분된다. 교란은 구조

오차라고도 하며, 특정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

명이 안 된 변량으로 ζ(zeta)로 표기한다. 측정오차는 관측

변수가 잠재변수를 완전하게 기술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

2) 1 LISREL 분석방법은 하나의 사회현상이 원인과 결과를 이룬다고 가정한 변수들과 그 변수들을 측정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특히 사람의 인식이 만족도, 정책성공 등과 같은 사회현상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작용

을 하는 사안에 대한 질적 연구와 정책평가를 위한 모형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자원 육성정책에 대

한 양적평가를 바탕으로 질적인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LISRE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설정.

변수의 종류 기호 변 수 명

잠재변수
외생잠재변수 ξ(ksi)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
 정책 지지도

내생잠재변수 η(eta) 정책결과, 정책효과

관측변수
외생관측변수 x χ1(문제인식의 타당성)~χ19(이익집단의 지지도)

내생관측변수 y y1(정책의 성공도)~y9(사회정의 실현 기여도)

오차변수

구조오차 ζ(zeta)

측정오차
δ(delta)
ε(epsi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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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림자원육성정책 평가의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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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외생관측변수(x)와 관련된 측정오차를 δ(delta), 내

생관측변수(y)와 관련된 측정오차를 ε(epsilon)으로 표기한다.

산림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물

증산에 의한 국민경제 기여(증산정책), 둘째, 산림소유자와

농·산촌 주민의 생활 향상(안정정책), 셋째, 산림의 보전

기능 제고(보전정책), 넷째, 산림관련 산업, 사회복지 및 교

육·문화의 발전(사회공영정책)등이다(박태식 외. 2003).

산림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하에서 산림자원 육성정책

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나무를 심는 조림정책

과 조림을 하기 위한 종묘(種苗)관리 정책, 그리고 녹화된

산림을 잘 가꾸는 숲 가꾸기(육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자원 육성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었는가

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책의 결과와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

이다. 산림자원 육성정책에 있어서 정책결과에 미치는 요

인으로서는 <표 1>과 같이 4개의 외생잠재변수(독립변수)

와 2개의 내생잠재변수(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외생잠재변수로서 첫째는, 정책이 요구되는 문제

인식의 적합성(ξ
1
)에 관련된 변수이고, 둘째는 정책결정의

적합성(ξ
2
)에 관련된 변수이며, 셋째는 정책집행 과정의

합리성(ξ
3
)에 관련된 변수이며, 넷째는 정책의 목적을 달

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적 변수인 정책지지도

(ξ
4
)에 관련된 변수이다.

문제인식의 적합성(ξ
1
)을 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는 문

제인식의 타당성(χ
1
)과 기술적 난이도(χ

2
)를 설정하였으며,

정책결정의 적합성(ξ
2
)의 관측변수로는 정책목표의 적합

성(χ3), 산림정책 기본방향과의 합치성(χ4), 타 산림정책과

상충성(χ
5
), 법적·제도적 준비성(χ

6
), 정책의 일관성(χ

7
),

정부지원수준의 적합성(χ
8
) 등 6개를 설정하였다. 정책집

행 과정의 합리성(ξ
3
)의 관측변수로는 정책집행의 형평성

(χ
9
), 지자체의 합리성(χ

10
), 지방산림청의 합리성(χ

11
), 담

당자자의 재량권(χ12), 담당자의 충성도(χ13), 담당자의 리

더십(χ
14

), 외부 비판통로(χ
15

) 등 7개를 설정하였고, 정책

지지도(ξ
4
)에 관련된 관측변수로는 일반 국민의 지지도

(χ
16

), 정치권의 지지도(χ
17

), 정부 관계부처의 지지도(χ
18

),

이익집단의 지지도(χ
19

) 등 4개를 설정하였다. 

내생잠재변수(종속변수)로서 첫째는, 앞에서 제시한 외

생잠재변수(독립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과(η1)이고, 둘째는 정책결과

가 사회전체 차원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정책

효과(η
2
)이다. 

이와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개념

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는 γ
11

,

γ
12, 

γ
13, 

γ
24
로

 
직접효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종속변수간의 영

향관계는 β
21
로 간접효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평가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책결과 평가(η1) = γ11ξ1 +γ12ξ2 +γ13ξ3+γ14ξ4 +ζ1

정책효과 평가(η
2
) = β

21
η

1
+ζ

2

여기서 ζ
1, 

ζ
2 
는 오차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결과는 정책의 성공도(y
1
),

경제적 기능 증진(y
2
), 탄소흡수원 역할 증진(y

3
), 다원적

기능 증진(y4), 야외휴양 수요 충족(y5), 생물다양성 제고

(y
6
) 등 6가지를 관측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정

책결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정책효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y
7
), 국가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y

8
), 사회정

의 실현 기여도(y
9
) 등 3가지 관측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3. 가설(hypothesis)의 설정

정책을 분석할 때 측정 불가능한 변수들의 관계를 가지

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지표들과 각 변수와

의 관계를 가지고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규천, 김정호(1999)가 제시한 정책사업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외생잠재변수와 내

생잠재변수와의 관계를 모형으로 설정하고, 개념적인 변

수들을 모형화 한 각각의 경로를 가설로 설정하여 <표 2>

와 같이 5개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개념적 연구모형에서 개념간의 관계를 가설 H1부터 H5

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념적 모

형을 구체화한 구조적 모형을 도출하면 <그림 2>와 같다.

4. 변수의 설정

산림자원육성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정책결과에 미치는

잠재변수는 <그림 1>과 같이 4개의 독립변수(외생잠재변

수)와 2개의 종속변수(내생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독립

변수는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

의 합리성, 정책지지도이다. 종속변수는 첫째, 앞에서 제

표 2. 산림자원육성정책 평가의 연구 가설(대립가설).

가 설 가설 내용

가설1(H1) 산림자원육성정책에 대한 문제인식이 적합할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다.

가설2(H2) 산림자원육성정책 결정이 적합할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다. 

가설3(H3) 산림자원육성정책 집행이 합리적일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다. 

가설4(H4) 산림자원육성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다

가설5(H5) 산림자원육성정책 결과가 성공적일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정책효과가 바람직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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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독립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과이고, 둘째, 정책결과가 사회전체

차원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정책효과이다.

1) 독립 변수(외생잠재변수)

(1) 문제인식의 적합성

문제인식은 정책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문제인식

이 정확히 되어야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

제인식의 적합성에 대한 관측변수로는 기술적 난이도와

문제인식의 타당성 2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2)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결정은 정책의 목표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내

용과 집행을 위한 준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정책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고 정책들 간

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정책집행기관에 필요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책결정의 적합성은 정책

목표의 적합성, 타 산림정책과의 상충성, 법적·제도적 준

비성, 정책의 일관성에 산림정책 기본방향의 합치성과 정

부지원수준의 적합성 등 6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3) 정책집행의 합리성 

정책집행의 합리성에 대한 관측변수는 정책집행의 형

평성, 담당자의 재량권, 담당자의 충성도, 담당자의 리더

십, 외부 비판 통로,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집행하는 지자

체와 지방산림청의 합리성 등 7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4) 정책지지도 

정책지지도의 관측변수는 국민의 지지도, 정치권의 지

지도, 정부 관계부처의 지지도, 산주와 산림·임업단체 등

이익집단의 지지도 등 4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2) 종속 변수(내생잠재변수)

정책평가는 수치로 나타내는 변화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정책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도 많으며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또한 어

떤 정책이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므로 사회 전체적 차원에 입각한 평가변수가 요구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의 종속변수를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정책결과와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 정책효과로 구분하였다.

(1) 정책 결과 

정책의 성공은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달려 있는데 정책

의 실질적 결과는 정책의 목표에 따라 아주 다양하여 정

책의 특성에 따라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

다.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실질적 정책결과는 산주와 임업

인의 소득증대 등 경제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흡수원

으로서 역할 증진에 기여하는지, 맑은 물 공급 및 수원함

양(水源涵養) 기능 증진 등 다원적 기능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국민의 야외휴양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등이 실

질적인 정책결과가 된다. 따라서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결

과는 정책의 성공도, 경제적 기능증진, 탄소흡수원 역할증

진, 다원적 기능증진, 야외휴양수요 충족, 생물다양성 제

고 등 6개 변수를 측정하였다.

(2) 정책 효과

정책효과는 정책결과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로서 최

종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또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정책

효과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

는지, 국가 사회전체의 생산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이 실

질적인 정책효과가 된다. 따라서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효

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국가의 생산성 향상기

여도, 사회정의 실현 기여도 등 3개 변수를 측정하였다.

분석 자료 및 모형의 추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 조사 대상은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 조림·육림정책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자

를 대부분 포함하였다. 즉 표본은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하는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공무원과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수

혜자이거나 영향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 산림조합 직원,

산림사업법인, 조림·육림 관련 전문가,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임의추출법으로 추출한 조사대상 650명

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

사(우편, 면접)를 한 결과 응답률은 92%로 598명의 회답

을 얻어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

육성정책에 대한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 정책지지도, 정책 결과 및 효과 등 총

5개 분야에서 50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

자의 응답항목은『아주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하고, 응답하기 곤란한

그림 2. 산림자원육성정책 평가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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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고려하여『모르겠음』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89%, 여자

가 11%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1%, 30대 23%, 40

대 31%, 50대 31%, 60세 이상 4%이었다. 직업별 비율은

공무원이 44%, 민간인이 56%이었으며, 공무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23.2%, 지자체 소속 공무원 20.9%이었으며,

민간인은 산림조합 직원 11.5%, 산주와 임업인 8.9%, 산

림사업법인 5.2%, 산림관련 대학교수 7.2%, 산림관련 대

학원생 7.7%, 도시민 8.2%, 농산촌 주민 7.2%이었다.

2. 모형 추정

본 연구에서 LISREL분석은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성공

여부와 산림자원 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

인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LISREL 8.52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 조사된

기초 자료를 가지고 PRELIS(PRE-LISREL) 프로그램을 통

해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였다. 둘째, 계산된 공분산 행렬

을 가지고 LISREL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변수, 즉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지표들 중에서 요인분석

을 통해 중요한 지표를 선택하고 가장 중요한 지표에 경

로계수 1을 부여하였다. 셋째, LISREL 방법을 사용한 평

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해당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과 부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음의 부호는 정책효과나 정

책결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의 부호는 정책결과나 정책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결과

1. 모델 검정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의 적

합도를 검정해야 한다. 적합도는 관측된 입력행렬이 모델

로부터 얻어진 예측된 행렬과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 LISREL 모

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이스퀘어(X2) 검정, 결정계수(GFI,

goodness-of-fit-index), 조정된 결정계수(AGFI, adjusted

goodness-of-fit-index), 잔차항의 표준화된 이중근평균치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근사오

차평균자승의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모수

추정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추정법인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신

뢰성이 인정된 각 요인들의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

는가를 검정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행렬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적합도 검

정 수단으로 GFI와 AGFI, SRMR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GFI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정 척도로서 예

측된 변량-공변량 행렬이 실제 변량-공변량 행렬을 설명

하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R2와 같이

GFI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지만 1에 접근할수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AGFI는 자유도에 의해 영향

을 받는 GFI를 교정한 것으로서 해석은 회귀분석에서 조

정된 R2와 비슷하며, AGFI도 1에 접근할수록 모형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상관자료를 이용할 경우 특히

SRMR가 적합도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SRMR

은 표본공분산과 암시된 공분산과의 차이를 평균한 것으

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적합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

을 가진다. 보통 0.05이하이면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모형상 모수들에 대한 LISREL 모형의 부합성 추정결과

를 살펴보면 X2는 302(P=0.98), GFI는 0.97, AGFI는 0.96,

SRMR은 0.032로 부합도 지수들은 모델의 부합도가 수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따라

서 본 분석모형으로 가설검정과 인과모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모형의 추정 결과 및 가설 검정

본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은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및 종속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즉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지수인 t값으로 검정

하였다. 평가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가설 1 : 문제인식 적합성과 정책결과

‘문제인식이 적합할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다’라는

가설1은 문제인식의 적합성의 정책결과에 대한 경로계수

가 0.02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산림자원육성정책

에 대한 문제인식이 적합할수록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제인식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인 기술적 난이도에 기본값 1이 부여되었으며, 문제인식

의 타당성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 : 정책결정의 적합성과 정책결과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추정

x2 차이 검정 302(P=0.98)

적합도 지수(GFI) 0.97

조정된 결정계수(AGFI) 0.96

잔차항의 표준화된 이중근 평균치(SRMR)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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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 적합할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다’라는

가설2는 정책결정의 적합성의 정책결과에 대한 경로계수

가 0.4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산림자원육성정책

결정이 적합할수록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인 정책목표의 적합성에 기본값으로 1이 주어졌으며, 산

림정책 기본방향과의 합치성의 경로계수가 0.70, 법적·

제도적 준비성 0.95, 정책의 일관성 0.79 정부지원수준의

적합성 0.50, 정책집행의 형평성 0.49, 지자체의 합리성

표 4. LISREL 모형의 파라메타 추정결과.

측정항목 모수
경로계수3)

(LISREL추정치)
표준오차 t 값

구조모형

문제인식의 적합성-정책결과 0.02 0.01 2.10**

정책결정의 적합성-정책결과 0.47 0.12 3.80***

정책집행의 합리성-정책결과 0.88 0.28 3.08***

정책지지도-정책효과 -0.92 0.48 -1.89*

정책결과-정책효과 1.30 0.30 4.38***

측정
모형

문제인식의 적합성 기술적 난이도 1.00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목표의 적합성 1.00

산림정책 기본방향과의 합치성 0.70 0.23 3.01***

타 산림정책과의 상충성 0.43 0.21 2.06**

법적제도적 준비성 0.95 0.26 3.60***

정책의 일관성 0.79 0.17 4.61***

정부지원수준의 적합성 0.50 0.16 3.22***

정책집행의 형평성 0.49 0.15 3.31***

지자체의 합리성 0.33 0.12 2.75***

담당자의 재량권 0.52 0.15 3.48***

담당자의 충성도 0.43 0.13 3.30***

담당자의 리더십 0.36 0.14 2.51**

일반국민의 지지도 0.53 0.13 3.97***

정치권의 지지도 0.32 0.14 2.30**

이익집단의 지지도 0.93 0.23 4.03***

정책집행의 합리성

정책집행의 형평성 1.00

지자체의 합리성 1.14 0.40 2.88***

지방산림청의 합리성 1.09 0.39 2.78***

담당자의 재량권 0.63 0.31 2.05**

담당자의 충성도 0.72 0.30 2.42**

담당자의 리더십 0.91 0.37 2.45**

외부 비판통로 2.19 0.66 3.34***

일반국민의 지지도 0.70 0.26 2.70***

정치권의 지지도 0.87 0.37 2.38**

정부관계부처의 지지도 2.24 0.71 3.16***

정책 지지도
일반국민의 지지도 1

정부관계부처의 지지도 3.57 1.54 2.32**

정책 결과

정책의 성공도 1.00

경제적 기능 증진 1.45 0.30 4.76***

탄소흡수원 역할 증진 1.06 0.29 3.71***

다원적 기능 증진 1.20 0.36 3.37***

야외휴양수요 충족 1.51 0.32 4.71***

생물다양성 제고 1.09 0.25 4.36***

정책 효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1.00

국가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 1.73 0.34 5.13***

사회정의 실현 기여도 1.60 0.36 4.46***

주 : * = p < 0.10, ** = p < 0.05, *** = p < 0.01

3) 1 비표준화 LISREL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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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담당자의 재량권 0.52, 담당자의 충성도 0.43, 일반

국민의 지지도 0.53, 이익집단의 지지도가 0.93으로서 유

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타 산림정책과의 상충성 0.43, 담당자의 리더십 0.36,

정치권의 지지도는 0.32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정책결과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결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에 정책성공에 깊이 관련됨을 의미한다.

3) 가설 3 : 정책집행의 합리성과 정책결과

‘정책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정책결과는 성공

적이다’라는 가설3은 경로계수가 0.88로 유의수준 0.01에

그림 3. LISREL모형의 추정 결과.



264 韓國林學會誌 제 97권 제 3호 (2008)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귀무가설이 기각

되었다. 즉 산림자원육성정책 집행이 합리적일수록 정책

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집행의 합리성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인 정책집행의 형평성에 기본값 1

이 주어졌으며, 지자체의 합리성 1.14, 지방산림청의 합리

성 1.09, 외부비판통로 2.19, 일반국민의 지지도 0.70, 정

부관계부처의 지지도 2.24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의 재량권 0.63, 담

당자의 충성도 0.72, 담당자의 리더십 0.91, 정치권의 지

지도 0.87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결과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집행

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성공에 깊이 관련됨을 의미한다.

4) 가설 4 : 정책지지도와 정책결과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정책결과는 성공적이

다’라는 가설 4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정책지지도

는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정책지지도는 모델빌딩 과정에서 정책결과에 직접 연

관되기보다는 정책효과에 연결됨으로써 정책지지도 변수

는 정책효과에 작용하는 것으로 모델을 수정하여 평가하

였다. 정책지지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경로계수가 -0.92로

서 유의수준 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정책지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지표인 국민지지도

에 기본값으로 1.0이 주어졌으며, 정부 관계부처 지지도

의 경로계수가 3.57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지지도는 직

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다.

5) 가설 5 : 정책결과와 정책효과

‘정책결과가 성공적일수록 정책효과가 비람직하다’라는

가설5는 정책결과의 정책효과에 대한 경로계수가 1.30으

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

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산림자원 육성정책결과

가 성공적일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정책 효과가 바람직하

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인 정책의 성공도에 기본값으로 1이 주어졌다. 경제

적 기능증진의 경로계수가 1.45, 탄소흡수원 역할증진 1.06,

다원적 기능증진 1.20, 야외수요충족 1.15. 생물다양성 제

고1.09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측

정되었다.

또한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에 기본값으로 1.0이 주어졌다. 국가

의 생산성향상 기여도의 경로계수가 1.73, 사회정의 실현

기여도가 1.60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LISREL 모형을 활용하

여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자료는 산림자원 육성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

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최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공분산 적합

도 함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모수들에 대한

LISREL 모형의 부합성을 보면 χ2는 302(p=0.98), GFI는

0.97, AGFI는 0.96, SRMR은 0.032로 가설검정 및 인과모

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5개의 가설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 3개의 가설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1개의 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의 가설은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정

책결과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지지

도는 정책효과에 연결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을 지지해야만 정책효과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경우 정책결과는 문

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

이 매우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정책지지도는 정책

효과에,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잠

재변수 상호간 경로계수가 대부분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자원 육성정책은 정책결과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정책효과에 있어서

도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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