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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일반 사회분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새로

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대

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

고 실제 산림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들이 이들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난 1993년과 2006년도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의 태도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각 조사시점에서 두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는 1993년에 비해 2006년도 조

사에서 그 지향 강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입

장은 '93년에 비해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반영 수준은 미흡하며 간부 및 일반직원들의

개인적 지향점과는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기본법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정책지향 방향, 조직원들의 산림자원관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가치, 태도 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the social movement which emphasizes the new balanced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its environment has been arisen. In the field of forestry also the new paradigm which requires to manage forest

resources in a sustainable way has been issued. Furthermore forest policy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rapidly

changed. The Forest Law era lasted over 40 and more years was ended and the new Forest Basic Law era

which emphasizes th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just started in 2006.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explored the attitudinal change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mployees, who have strong influence in forest

policy making and implementing, on the multiple use issues of national forests,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and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between 1993 and 2006.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attitudes and beliefs between the staff and line employee groups. But there are

attitudinal changes between 1993 and 2006 groups. Generally the KFS employees favored using national forest

lands for the timber production and recreational uses, but they did not favor the livestock forage and mineral

development. The KFS employees have pro-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liefs. On the other hand they perceive

the KFS policy position is more toward commodity production or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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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산림청은 1967년 발족된 이래 내외부 환경에 따라

산림정책 목표와 법적 체계를 변화시켜 왔다. 국가산림계

획 측면에서는 치산 7개년 계획(1965-1971), 대단지 산지

개발계획(1970-2004), 제 1,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1973-1987),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제4차 산림기

본계획(1998-2007) 등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 계획별

로 기본목표를 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치산 7개년 계획과

대단지 산지개발 계획기에는 임업의 산업화에, 치산녹화

계획기에는 국토의 절대녹화에, 산지자원화기에는 산림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면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등 산

림의 다목적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4차 계획기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

기 위한 기반조성을 기본목표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

는 한편 백두대간보전, 생물종다양성 보전, 도시숲 조성,

등산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

었다.

산림관련법 측면에서는 국가 산림계획과는 달리 오랜

기간 산림정책 목표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1961년 산

림의 조성과 육성, 보호에 중점을 둔 산림법이 제정된 이

후 2000년대초까지 이를 기초로 산림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등 일부 새로운 내

용이 산림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1961

년의 산림법 제정목적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2001년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본이념과 도시숲, 휴양, 수목원,

생물종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산림정책 분야가 반영된 산

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산림정책 목표가 크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2006년 8월 5일부터 산림법이 폐지되

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

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산림기본법 시대가 시작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

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산림과 관련된 협

약들의 이행과 산림원칙선언의 산림협약화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요구와 지역단위별로 설정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의 현장 이행요구는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목재중심의 임산물 생산에서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생산력 유지,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산림의 유지 또는 확대, 산림생물종다양성 유지 증진, 휴

양 및 경관 보호 등과 같은 산림의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추진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외부 산림정책 환경과 구조가 변화되고 산

림정책의 기본목표도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산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체인 산림청 직원들은

산림정책 지향방향에 대해 어떤 가치체계와 태도를 가지

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원의 태

도와 산림청이 추구하는 정책적 위치 사이에 갭이 존재하

는지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

국 산림청의 경우 임업직이 다수를 구성하고, 대부분 한

조직내에서 이동하고 승진하며, 공채와 특채 등 제한된 방

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남성 중심의 조

직으로 유지되어 왔고, 산림청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는 등

폐쇄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산림청 조직문

화속에서 조직구성원이 과연 산림자원관리에 대한 어떠

한 가치체계와 태도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

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

권자 또는 정책수행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

분 자신들의 기본가치와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들을 확보

하기 때문이다(Katz & Kahn 1978).

미국의 경우 Kaufman(1960)에서부터 시작되어 Kennedy

와 Quigley(1989), Twight와 Lyden(1988, 1989), Behan

(1990), McCarthy 등(1991), Brown과 Harris(1992), Andrew

등(1999)에 이르기까지 미국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림정책 이슈 등에 대한 태

도변화 조사를 연구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천에 대해 기술한 일부 선행

연구 사례가 있으나(윤여창이돈구 1993, 서승진 2000, 임

업연구원 2003) 산림청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패러다임,

자원관리 패러다임, 산림정책 이슈 등에 대한 태도조사를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Kim 1994). 다만 신원섭·

김태운(1998), 송형섭(1999), 한상렬(2000) 등이 국립공원

이용객 또는 자연휴양림 조성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에 대한 태도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차원에서 확산되

고 있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임업분야의 새로운 자원

관리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2006년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자원관리 패러다임, 국유림의 다

목적 이용 등에 대한 산림청 직원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1993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13년 동안 한국 산림

청 직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산

림청에서 추진한 산림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금후 정

책 지향방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인 산림환경, 또는

산림행정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사회적 변혁

요구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어떻

게 전이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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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의 개념

1.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패러다임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모델은 1962년 Kuhn이

과학분야에서의 과학혁명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

용하였고, 동 개념과 모델은 다른 학문분야에 많은 영향

을 미쳤다. 특히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환경운동이 확산

되면서 서구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환경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새

로운 관계 모색을 위해 동 모델이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Pirages(1977)는 한 사회는 그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를 그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

DSP)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DSP는 그 사회 구성원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준거

체계(frame of reference)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Milbrath(1984) 또한 패러다임을 사물을 보는 기본적인 방

법 또는 믿음체계로서 자기 주위 세상의 기능을 해석하고

인지하는 방법을 구성해 준다고 정의 하였다.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은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게 한 서구사회의 지배

적 가치관인 DSP에 도전하는 패러다임으로 Catton,

Dunlap, Van Liere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이 그 개념을 발

전시켰다. Dunlap과 Van Liere(1978)는 성장의 한계 불가

피성, 안정된 상태의 경제발전의 필요성, 자연과의 균형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자원이 인류의 이용만을 위해

서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거부 등의 아이디

어들이 모여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

고 이를 NEP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들은 NEP를 측정하

기 위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Milbrath(1984, p.22)

는 DSP와 NEP간의 대조적인 관점을 6가지 입장에서 요

약하였다(표 1). DSP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과학

과 기술에 대한 굳은 신념, 경제발전과 영속적인 진보, 자

유방임적 경제에의 몰입, 개인주의 등의 가치와 믿음을 반

영하고 있다. 반면에 NEP는 자연에 대한 높은 평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확대, 신중한 계획을 통한 위험의

회피, 생장에의 한계 인식, 참여형 의사결정 등 생태적으

로 건전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2.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

환경과 인간의 조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가치개념인

NEP가 서구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자연자원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들도 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Dunlap & Mertig 1991). 특히, 미국 산림청과 같

이 오랜 기간 DSP에 기초한 목재생산 위주의 산림자원관

리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

게 되었다. Behan(1990)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 모델

을 임업분야에 적용하여 다자원적 산림관리 모델을 제시

하였으며, Brown & Harris(1992)는 이를 기초로 NEP의

주요 아이디어를 감안한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

(New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NRMP) 모델로

발전시키고 미국 산림청 내부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잡

고 있는 지배적인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Dominant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DRMP)과 비교 정리하

였다. DRMP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자원 생산, 집약적인

산림자원관리, 계층적 관료적 조직환경을 선호하는 가치

와 신념체계를 반영하고, 반면에 NRMP는 산림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원관리와

자연자원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장기적인 지속성의 담보,

표 1. DSP와 NEP의 주요 대조되는 입장 비교.

Dominant Social Paradigm(DSP) New Environmental Paradigm(NEP)

1) 자연에 대한 낮은 평가
o 자연은 재화를 생산
o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2) 다른 생명체에 대한 비 연민의 정
o 다른 종들을 과도하게 이용
o 현세대에 대한 관심

3) 부를 최대화기 위해 위험을 감수
o 인간에게 과학과 기술은 중요함
o hard 기술에 대한 강조

4) 생장에의 한계가 없음
o 자연자원이 부족하지 않음
o 생산과 소비에 중점

5) 현재 사회에 만족
o 인간은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음
o 계층화 및 효율화

6) 구 정치학
o 전문가에 의한 결정
o 시장조절 기능의 강조

1) 자연에 대한 높은 평가
o 자연은 자연 자신을 위해서 존재
o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

2)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 확장
o 다른 종들을 돌봄
o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

3) 신중한 계획을 통한 위험의 회피
o 과학과 기술은 늘 좋은 것이 아님
o soft 기술에 대한 강조

4) 생장에의 한계
o 자연자원이 부족함
o 자연자원 보전에 중점

5)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
o 인간은 심각하게 자연을 훼손
o 개방화와 참여

6) 새로운 정치학
o 의견수렴적 참여적
o 장래에 대한 대비와 계획에 대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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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의 경관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보다 개방적

인 조직환경,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고려하는 가

치와 신념체계를 반영하고 있다(표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제1차 조사는 Kim(1994)이 1993년 7, 8월에 걸쳐 산림

청 직원(간부 및 참모집단)에 대해 Dillman(1978)의 Total

Design 방법에 따라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부집

단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지니고 있거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직원(N=45)들로 구성되며, 전원에 대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부집단은 영림서장, 관리소장,

임업연수원장, 본청 각 과장 및 국장들로 구성되었다. 참

모집단은 의사결정 보다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제공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

림청 본청 및 영림서,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임업직과 행정직)들로 구성(N=698)되며, 이중 185

명이 계통적무작위 추출(systematic random sampling) 방

식으로 선택되었다.

제2차 조사는 2006년 10월, 11월에 걸쳐 산림청 직원

(간부 및 참모집단)에 대해 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부집단은 산림청 본청 각 팀장 및 본부장, 지방산림청

의 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들로 구성되며(N=61), 참모집

단은 산림청 본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일반직

(임업직과 행정직) 직원들로 구성(N=559)되었다. 2차 조

사에서는 각 집단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제1, 2차 설문지는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여러 장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장 응답자의 인적사항, 제2장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 및

NRMP에 관한 사항, 제3장 NEP에 관한 사항, 제4장 산림

청 조직 및 정책이슈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에 사용된 산림의 다목적 이용 및 정책 이슈 관련

측정척도는 미국 산림청이 RPA(Forest and Range 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법 규정에 따라 1980년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용한 척도중 한국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별 사용하였으며, NRMP 측정척도는 Brown

과 Harris(199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NEP 측정척

도는 Dunlap과 Van Liere(197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동 척도들의 한국어 버전은 1992년 제1차 조사를 위해

Kim(1994)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 분석, 각 조사시점의 간부 및 참모집단,

간부 및 간부, 참모 및 참모집단간의 시계열적 태도의 통

계적 유의성 분석, 측정척도의 일관성 여부 등을 분석하

기 위하여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T

검정, 신뢰도 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2. 응답자의 특성

1) 조사응답

1993년도 조사에서는 총 223부의 설문지가 우편으로 발

송되어 1993년 9월 30일까지 16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 회신율은 71% 이다. 간부집단의 회신율은 73%, 참

모집단의 회신율은 70% 이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총

620부의 설문지가 이메일로 발송되어 2006년 11월 15일

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신율은 57%

이며, 간부집단의 회신율은 74%, 참모집단의 회신율은

55% 이다(표 3).

2) 응답자의 특성

1993년도 조사시 산림청 간부집단 응답자의 평균연령

및 근무연한은 각각 53.5세, 27.2년으로 참모집단의 42.5

세, 17.2년에 비해 높으며, 학력수준은 참모집단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48%인 반면 간부집단은 70%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여성 응답자는 간부집단에는 한명도 없었으

며, 참모집단도 1%에 불과하였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간

표 2. DRMP와 NRMP의 주요 대조되는 입장 비교.

Dominant Resource Management Paradigm(DRMP) New Resource Management Paradigm(NRMP)

1) 경관은 상업적 생산물과 부합
2) 자연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
3) 환경보호보다 상업적 생산물 우선
4) 현재 세대에 대한 우선적 관심
5) 집약적인 산림관리-개벌, 제초제 사용 등 
6) 자원 부족 없음-단기적 생산과 소비를 강조
7)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8) 중앙화된 의사결정 권한

1) 경관 생산물이 가장 중요함
2) 자연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
3) 상업적 생산물보다 환경보호 우선
4) 현재 및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관심
5) 덜 집약적인 산림관리-제초제 사용 제한
6) 자원생장에 한계-장기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보전의 강조
7) 협의와 참여적 의사결정
8) 분권화된 의사결정 권한

표 3. 1993년도 및 2006년도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1993 조사 2006 조사

계 간부 참모 계 간부 참모

모집단의 수(명) 743 45 698 620 61 559

표본집단의 수(명) 230 45 185 620 61 559

응답자 수(명) 163 33 130 350 45 305

회신율(%) 71 73 70 56.5 7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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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집단의 평균연령과 근무연한은 각각 51.1세, 27.3년으로

참모집단의 40.7세, 15.3년에 비해 연령이 높고 근무연한이

길었다. 학력수준은 간부 및 참모집단 모두 4년제 대학 졸

업 이상이 70%를 넘었다. 1993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간부

집단의 경우 연령은 다소 낮아졌으나 근무연한은 비슷하였

으며, 참모집단의 경우 평균연령과 근무연한 모두 약 2년

정도 낮아졌다. 반면 4년제 이상 졸업자 비율은 참모집단

이 48%에서 79%로 크게 높아졌으며, 간부집단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여성 응답자 비율은 참모집단에서 1%

에서 11%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간부집단 응답자중 여성

은 1명도 없었다. 응답자의 직종은 1993년도의 경우 임업

직 비율이 간부집단 88%, 참모집단 92%로 상당히 높았으

며, 2006년도 조사 때에는 임업직 비율이 간부집단에서

69%, 참모집단에서 81%로 행정직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결과 및 고찰

1. NEP에 대한 태도 변화

NEP 측정척도는 1=적극 반대, 2=약간 반대, 3= 약간 동

의, 4=적극 동의와 같이 4점 점수의 리커드 척도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NEP 척도의 구성은 전반부 7개 항목은 생태

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후반부 4개 항목은 지배적

인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는 기술로 되어 있다. NEP 측정

척도의 합계점수는 상한값 44점 하한값 11점의 범위를 가

진다. 아울러 통계처리시 NEP 측정척도의 동일성을 유지

하기 위해 후반부 지배적인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는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입력시 점수를 1=4, 2=3과 같이 역

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NEP 측정척도의 신뢰도를 검사

하기 위해 '93년도와 2006년도 조사에 대한 크론바하 알

파 값을 계산해본 결과 각각 0.701, 0.692로 측정척도를 사

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93년, 2006년 모두 산림청 간부 및 참모집

단의 태도는 NEP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

시점에 있어서의 두 집단간의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93년도 조사에서는 안정상태의 경제발전(4번)과 자

연과의 조화(5번) 항목에서, 그리고 2006년도 조사에서는

자연균형이 예민하다(2번)는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는 차이가 있었다(표 5). 그러나 시계열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간부집단의 경

우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에 관한 7개 항목중 인류는 자연

자원을 심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

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그 변화방향은 1993년도

보다 NEP 지향정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모집단

의 경우도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 항목들중에서 4개 항목

(1, 2, 5, 6번), 지배적 사회적 관점 항목들중에서 2개 항목

(9, 10번)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 변화방향은

표 4. 1993년도 및 2006년도 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단위
1993 조사 2006 조사

간부 참모 간부 참모

연령(평균) 세 53.5 42.5 51.1 40.7

근무기간(평균) 년 27.2 17.2 27.3 15.3

성별(여성비율) % - 1 - 11

학력(4년제 대학 이상) % 70 48 71 79

직종(임업직 비율) % 88 92 69 81

표 5. NEP 측정척도에 대한 산림청 간부 및 참모집단의 태도변화 비교(평균값).

항 목1

1993 2006 유의확률2

간부 참모 간부 참모 간부 참모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

1.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수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3.39 3.36 3.00 3.15 .023* .006**

2. 자연의 균형은 매우 예민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다. 3.36 3.36 2.693 3.07 .000** .000**

3.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은 가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다. 3.73 3.60 3.33 3.51 .014* .203

4. 산업성장과 환경보전이 공존하겠끔 안정상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3.91 3.68 3.52 3.61 .001** .240

5. 인류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자연과의 조화속에 살아야 한다. 3.97 3.86 3.67 3.76 .004** .020*

6. 지구는 마치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우주선과 다름없다. 3.55 3.56 3.13 3.34 .026* .002**

7. 인류는 자연자원을 심하게 남용하고 있다. 3.24 3.18 3.27 3.18 .893 .989

지배적인 사회적 관점

8.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3.12 3.18 3.13 3.19 .944 .862

9.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게끔 창조되었다. 2.85 2.94 3.20 3.25 .056 .001**

10. 식물과 동물은 주로 인간에 의해 활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3.09 2.81 3.04 3.01 .792 .020*

11. 인류는 자연환경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 3.58 3.54 3.51 3.55 .703 .909

NEP 척도 총계 37.79 37.07 35.66 36.63 .351 .157

1각 항목은 4점의 Likert 방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점수는 1=적극 반대, 2=약간 반대, 3=약간 동의, 4=적극 동의 순이다.
2유의확률은 간부와 간부, 참모와 참모 집단간의 시계열적 변화의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해 '93 및 '06년도 평균값을 T 검정을 통
해 비교한 것으로서 *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3각 조사연도의 간부와 참모집단간의 T 검정을 통한 평균값 비교에서 α=0.05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굵은 숫자
로 표시되어 있다.



242 韓國林學會誌 제 97권 제 3호 (2008)

생태학적 관점 항목에서는 지향강도가 약해지는 방향으

로, 반면에 지배적 사회적 관점 항목에서는 오히려 그 반

대 정도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표 5). 특히 ‘자

연의 균형은 매우 예민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항목

(2번)에 대해 간부집단의 경우 '93년도에는 평균값이 3.36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69로 현저하게 낮아졌고, 참모

집단의 경우도 '93년도에 3.36이던 것이 2006년도엔 3.07로

낮아졌다. 반면 지배적 사회 관점 항목과 관련 ‘인간은 자

연을 지배하겠끔 창조되었다.’라는 항목(9번)에 대해 간부

및 참모 두 집단의 평균값은 '93년도의 2.85 및 2.94에서

2006년도엔 3.20. 3.25로 거부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졌다.

간부 및 참모집단간에 태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서론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업직이 다수를 점유하고 대부분

한 조직내에서 이동하고 승진하며, 수십년간 남성위주의

조직으로 유지되었으며, 산림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도 산림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

직문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간

과 자연과의 조화항목에서 그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전통적 天地人合一 가치관이 직원들의 가치

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도 조사에서 NEP 지향강도가 약화된 것은 IMF 외

환위기와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아직까지

DSP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관으로 계속하

여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이며 그 원인규명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NRMP에 대한 태도 변화

NRMP 측정척도는 목재 등 재화생산 위주의 전통적인

산림관리 방향과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림관

리 방향을 대조형태로 기술하고 각 개인의 선호방향과 개

인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청의 정책입장에 대해서 답하도

록 하고 있다. 각 기술방향으로 3점, 중립 등 7점의 리커

트 형태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공익적 편익생산 대 경제

적 편익생산, 생태계 보전 대 다목적 이용개발, 후세대 이

익보장 대 현세대 이익 활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NRMP 개인적 선호도 및 산림청 입장 측정척도에 대한 크

론바하 알파 값은 '93년도의 경우 각각 0.590, 0.712, 2006

년도의 경우 각각 0.732, 0.75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척도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NRMP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와 관련 간부 및 참모집단

모두 NRMP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은 경

제적 편익 생산 보다는 공익적 편익 생산에, 현 세대를 위

해 자원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산림을

보전하는데, 산림작업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산

림생태계의 안정을 중시하였다. 또한 국유림 경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지방청이나 본청에 부여하는 것 보다는 관리

표 6.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 척도에 대한 산림청 간부 및 참모집단의 개인적 선호도와 인지된 산림청의 정책 추구방
향에 대한 시계열적 태도 변화 비교(평균값).

항목1
'93 조사 '06 조사 유의확률2

간부 참모 간부 참모 간부 참모

1. 공익적 편익 생산 vs 경제적 편익생산 중점
개인
산림청

03.13
03.16

2.89
3.36

2.89
3.29

2.97
3.02

.567

.708
.666
.344

2. 산림생태계 안정 vs 작업효율성 중점
개인
산림청

02.72
04.34

2.64
4.08

3.07
3.33

3.05
3.48

.379

.017*

.030*

.003**

3. 생태계 안정적 보전 vs 다목적 이용개발 중점
개인
산림청

04.663

04.97
3.64

4.74
3.41
3.98

3.82
4.00

.006**

.025*
.414
.000**

4. 미래세대 이익 vs 현세대 이용 중점
개인
산림청

02.31
03.38

2.19
3.35

2.32
2.83

2.62
2.84

.985

.184
.007**

.003**

5. 일반국민 참여형 vs 산림청 자체 정책결정
개인
산림청

04.97
05.97

3.81

5.27
3.69
3.76

3.58
3.59

.014*

.000**

.301

.000**

6. 관리소 권한부여 vs 지방청, 산림청 권한부여
개인
산림청

02.41
05.06

2.05
5.56

3.07
4.14

2.76
4.42

.145

.052
.000**

.000**

7. 전문성 보장 vs 규정과 지침 이행
개인
산림청

02.13
05.47

2.07
5.81

2.67
4.26

2.66
4.55

.147

.004**

.001**

.000**

NRMP 척도 총계
개인
산림청

22.31

32.34
19.28

32.18
21.11
25.98

21.47
26.09

.486

.000**

.006**

.000**

1각 항목은 산림청이 추구할 수 있는 대조적인 정책방향을 왼쪽, 오른쪽 양 끝에 기술하고 각 방향으로 3점 척도를 배치하였다. 왼
쪽 방향으로 -3에서부터 1, 오른쪽 방향으로 1에서부터 3까지 점수를 배열하였으며, -3은 왼쪽 방향의 기술에 대해 적극 찬성, -2
는 찬성, -1은 약간 찬성, 0은 중립이며, 3은 오른쪽 방향의 기술에 대해 적극 찬성, 2는 찬성, 1은 약간 찬성으로 표시되었다.
2유의확률은 '93년 및 2006년도 간부집단 간, 참모집단 간의 평균값을 T 검정을 통해 유의성 여부를 비교한 것으로서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각 조사연도의 간부와 참모집단간의 T 검정을 통한 평균값 비교에서 α=0.05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굵은 숫자
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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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부여하고 규정과 지침에 따르기보다는 현장 직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보장하는데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각 조사시점에서 간부 및 참모집

단간의 태도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1993년도 조사

시 참모집단이 간부집단에 비해 생태계 보전 방향을 더

선호하는 반면 간부집단은 다목적 이용개발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결정 형태에 대해서도 참

모집단은 국민참여형 방향을 더 선호하는 반면 간부집단

은 산림청 자체 정책결정 방향을 더 선호하였다. 시계열

적으로는 간부집단간, 참모집단간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참모집단의 변화가 컸다. 간부집단의 경우

2개 항목(3, 5번)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다목

적 이용개발에서 생태계 안정적 보전 방향으로, 산림청 자

체 결정 방식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참모집단의 경우 4개 항목(2, 4, 6,

7번)에서 유의적인 태도변화를 보였다. 변화의 정도는 간

부집단과는 달리 NRMP 지향 범위내에서 그 강도가 약화

되었다(표 6).

NRMP에 대해 산림청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간

부 및 참모집단의 인식은 1993년도의 경우 DRMP 방향에

위치하였으나 2006년도에 NRMP를 추구하는 방향 또는

중립적 위치로 변화했다. 즉 '93년 조사에서 산림청의 정

책방향 위치는 작업 효율성 중시, 다목적 이용개발 중시,

산림청 자체 정책결정, 산림청에 권한 부여, 규정과 지침

의 이행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2006년도 조사

에서 이들 항목 모두 NRMP 지향 또는 중립적인 위치로

이동하였다. 각 집단간의 인지된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대

한 시계열적 변화는 양 집단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참모집단에서의 변화의 폭이 컸다.

전체적으로 NRMP에 대한 간부 및 참모 집단의 개인적

선호도와 인지된 산림청의 정책 입장 사이의 갭이 컸으며,

Downs는 이를 실행 갭(performance gap)이라고 지칭하였

다. 특히 권한부여와 재량권 부여와 관련된 항목에서 인

식의 갭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의 권한부여와 재량권

보장을 선호하는 반면 산림청의 정책입장은 '93년도나

2006년도 모두 산림청 권한 보유 및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산림청 내부 직원들은 분권

그림 1. 관리소 등 현장에 권한부여 대 지방청과 산림청에 권한 부여에 대한 개인의 선호방향과 인지된 산림청의 현재 정책
입장 비교.

그림 2. 현장직원의 전문성과 재량권 보장 대 규정과 지침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에 대한 개인의 선호방향과 인지된 산림청의
현재 정책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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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림청의

정책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아직까지 산림청의 조직문화가 권위주의적인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의 갭을 줄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 및 관리방식에 대한 태도변화

목재생산 증대, 산림휴양 목적의 국유림 개발, 초지조성

스키장광산 등의 개발 등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 또는 관

리방식 등에 대해 바람직한 정도에 따라 5점 리커드 방식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조사시점에 있어서 산림

청 간부 및 참모집단간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전통적인 산림경영의 주 목표인 목재생산

(임도개발 확대 포함)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국유림

이 타용도로 전용되어야 하는 초지조성, 광물자원 개발,

스키장 및 골프장 등 리조트 개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휴양 목

적의 국유림 개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표 7). '93년도 조사에서는 임도개설 확대 항목에 대해

간부 및 참모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간부집

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2006년도 조사

에서는 초지개발 항목에 대하여 간부집단과 참모집단의

태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간부집단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계열적으로는 여러 항목에서 간부와 간부, 참모와 참

모집단간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 간부집단에서는 제

초제 사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임도개설의

증대는 바람직한 정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

다. 반면, 참모집단에서는 목재생산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

로, 제초제 사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해

충 방제용 살충제의 사용은 중립적인 위치로, 광물자원 채

취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살충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것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의 피해

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

초제의 사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은

제초제가 맹독성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림 5, 6). 그러나 같은

농약인 살충제와 제초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

은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시급히

표 7.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 및 관리방식에 대한 산림청 간부 및 참모집단의 시계열적 태도 변화 비교(평균값).

항 목1
'93 조사 '06 조사 유의확률2

간부 참모 간부 참모 간부 참모

1. 국유림에서의 목재생산 증대 2.27 2.52 2.29 2.24 .947 .029*

2. 풀베기 등을 위한 제초제 사용 확대 3.52 3.92 4.64 4.56 .000** .000**

3.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의 사용 3.45 3.78 3.16 3.32 .212 .000**

4. 임도개설의 증대 1.243 1.78 2.29 2.06 .000** .008**

5. 산림휴양 목적의 국유림 개발 1.76 1.82 1.87 2.11 .564 .005**

6. 초지조성을 위한 국유림 개발 4.48 4.31 4.56 4.15 .703 .151

7. 광물자원(석재포함) 채취를 위한 국유림 개발 3.73 3.52 3.76 3.93 .906 .002**

8. 수목장 조성을 위한 국유림 개발 - - 2.76 2.70 - .770

9. 골프장, 스키장 등 리조트 조성을 위한 국유림 개발 - - 3.67 3.96 - .078

10. 국유림내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확대 - - 2.60 2.31 - .080

11. 국유림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지정 확대 - - 1.96 2.05 - .552

1각 항목은 5점의 Likert 방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점수는 1=매우 바람직, 2=바람직, 3=보통, 4=약간 바람직, 5=바람직하지
않음 순이다.
2유의확률은 각 집단간의 시계열적 변화의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해  '93 및 '06년도 평균값을 T 검정을 통해 비교한 것으로서 *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3각 조사연도의 간부와 참모집단간의 T 검정을 통한 평균값 비교에서 α=0.05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굵은 숫자
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3. 국유림에서의 목재생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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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할 산림정책 현안과제가 있고 특별한 대안이 없

는 경우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국유림에서의 임도개설과 휴양시설 개발은 바람

직하다고 여기나 그 강도가 약화된 것은 이들 시설 개발

시 발생하는 산림환경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지, 광물자원 개발, 리조트 개발과 같이 임업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의 개발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간부 및 참

모집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지조성 항목에 대해서는 1993년도, 2006년도 조사

에서 양 집단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그림 4). 산림청 직원들이 초지조성에 대해 매우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중순부터 추진된

산림을 개간한 초지조성사업이 실패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한 최근에 부실초지를 정

리하려고 해도 초지법 때문에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

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2006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부 및 참모집단 모두 전

체적으로 국유림을 휴양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확대, 목재생산 증대, 임도개설의 증대, 수원함양

림 지정 확대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수

목장 조성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산림청의 간부 및 참모집단이 국유림

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이용방식에 국한

되기 보다는 산림 및 임업용도 내에서는 목재생산에서부

터 산림유전자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

로 이용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산림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변화

산림정책 이슈 측정척도는 산림청이 수행 또는 지향하

고 있는 산림자원관리 방법과 정책사항, 의사결정 방식 등

으로 구성되었다. 동 질문은 리커드 형태의 7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점수는 1=적극 반대, 4=중립, 7=적극

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93년도 조사에서는 간부 및 참모집단간에 2개 항목(1,

4번)외에는 유의적인 태도의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산림정책 결정이 주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

자원관리시 산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지는 못하고 있으며, 언론으로부터도 정당하게 취급당하

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의

정책이 주로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항목과

지배적인 정책가치가 산림소득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

산하는 항목, 산림자원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주

었다. 산림작업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조

림 및 간벌작업 방식이 생태적으로 적합하다는 항목에 대

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보였으며, 현 산림생태계가 과거보

그림 4. 초지조성을 위한 국유림 개발.

그림 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의 사용.

그림 6. 풀베기를 위한 제초제 사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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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되어 있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많다는데 동의하

였다. 그리고 산림청이 자연자원 보전 선도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

장을 반면 범지구적인 환경보호운동에 보조를 잘 맞추

어 나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는 태도를 보

였다.

2006년도 조사에서도 간부와 참모집단의 태도는 2개 항

목(1번, 6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조사에 비해 각 항목별로 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참모집단에서

의 시계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즉 간부집단에서는 3

개 항목, 참모집단에서는 7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93년 약간 반대에서 2006

년도에 약간 동의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지배적인 산림

정책 가치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것이란 항목에 있어

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화되

었다(표 8). 이는 표 6에서 산림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방향 위치가 '93년도에 비해 2006년 조사에서 시계열적으

로 NRMP 선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 그 경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산림생태계는 아직도 불안요인이 많다

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으며, 산림청이 범지구적 환경보

호운동에 보조를 잘 맞추어 나가고 있고 자연자원보전 선

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는데 대해

서는 약간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간부집

단에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EP, NRMP,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과 관리

방식 등에 대한 한국 산림청 공무원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93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13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였다. NEP에 대해서는 '93년 및 2006년도 조사 모

두 간부 및 참모집단은 NEP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고,

각 조사시점에서 간부 및 참모집단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

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는 간부 및 참모집단 모두 변화

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오

히려 동의 수준이 약화된 반면, 참모집단의 경우 지배적

사회 관점 항목에 대해서는 '93년 조사에서보다 반대 수

준이 다소 높아졌다. 두 집단 모두 NEP 측정항목 중 인류

는 반드시 자연과 조화속에 살아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류는

자연환경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NRMP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와 관련 전반적으로 간부

및 참모집단은 공익적 편익 생산, 산림생태계 안정을 고

려한 작업, 미래세대 이익 보장, 권한의 하부 위임, 전문성

과 재량권 보장에 대해 찬성 또는 약간 찬성한다는 입장

을 보였다. 시계열적으로는 참모집단에서 유의적인 변화

가 많이 있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오히려 NRMP 범주

내에서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

나 NRMP 항목에 대해 산림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

은 '93년도 조사에서는 다목적 이용개발, 산림청 자체 결

정, 산림청 권한 행사, 규정과 지침의 이행 등 DRMP 방

향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2006년도 조사에

표 8. 산림정책 이슈 및 산림자원관리 방향에 대한 산림청 간부 및 참모집단의 시계열적 태도 변화 비교(평균값).

항 목1
'93 조사 '06 조사 유의확률2

간부 참모 간부 참모 간부 참모

1. 범지구적으로 환경보호운동에 보조를 잘 맞추어 나가고 있다. 5.423 4.87 5.53 4.97 .634 .447

2. 자연자원보전 선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4.52 4.29 5.09 4.75 .073 .003**

3. 산림자원 관리시 직원, 산주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3.76 3.60 4.44 4.30 .017* .000**

4. 산림청은 언론매체로부터 정당하고 공평하게 취급당하고 있다. 3.70 3.12 3.76 3.51 .864 .004**

5. 산림청은 산림자원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4.45 3.98 4.93 4.70 .129 .000**

6. 산림정책 결정은 주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97 2.54 3.00 3.70 .935 .000**

7. 현 산림정책은 주로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36 4.58 4.49 4.70 .713 .492

8. 현재 산림청의 지배적인 정책가치는 산림소득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
산하는 것이다.

4.27 3.95 3.53 3.56 .022* .007**

9. 현재 산림생태계는 과거 보다 안정되어 있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많다. 5.79 5.51 5.24 5.30 .040* .084

10. 현재 실행되고 있는 조림 및 간벌작업 방법은 생태적으로 적합하다. 4.55 4.08 4.51 4.50 .901 .011*

1각 항목은 7점의 Likert 형태의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점수는 1=적극 반대, 2=반대, 3=약간 반대, 4=중립, 5=약간 동의, 6=동
의, 7=적극 동의 순임.
2유의확률은 '93 및 2006년도 간부집단 간, 참모집단 간의 평균값을 T 검정을 통해 시계열적 변화의 유의성을 비교한 것으로서
*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각 조사연도의 간부와 참모집단간의 T 검정을 통한 평균값 비교에서 α=0.05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굵은 숫자
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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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립 또는 NRMP 방향으로 추구

하는 것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각 조사시점에서의 간부 및

참모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시계열적으

로는 간부집단에서 4개 항목, 참모집단에서 6개 항목에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였다.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과 관리방식에 대해 산림청 간부

및 참모집단은 공통된 태도와 가치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유림에서의 목재생산 증대

와 임도개설, 산림휴양 목적으로의 개발 등을 바람직하다

고 인식하는 반면, 초지조성, 광산개발,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국유림 관

리방식과 관련 제초제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시계열적으로도 그 정도가 강해진 반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93년도

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2006년도 조사에서는 중립적인 입

장으로 완화되었으며, 특히 참모집단에서의 변화가 더 컸다.

결론적으로 산림청 직원들은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과

관리 방식, NRMP, NEP 등에 대해 매우 유사한 태도와 가

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NRMP, NEP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산림청의 정책방향은 일부

분야에서 아직 NRMP를 추구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

이 있으며, NRMP와 DRMP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적 편익 생산, 산림생태계 안정을

고려한 작업, 미래세대 이익 보장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NRMP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산림청과 같이 이용에서부터 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스펙트럼의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산림청의 정

책적 위치는 중간적 위치를 가진다는 Culhane(1990)의 주

장과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이 종전의

DRMP 방향에서 NRMP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오

늘날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

치적 환경의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직은 외부환

경과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

며, 특히 대규모 공공조직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개방

시스템 이론(Katz & Kahn 1978)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산림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

표의 설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제정,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및 시행, 산림지속성지수 개발 추진, 산림생

물종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산 및 도시숲 관련정책 개

발 등 NRMP를 지향하는 다양한 산림정책을 개발 추진해

오고 있는 점도 태도변화와 정책변화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산림청 직원들이 NRMP, NEP를 선호하는 것은 한

국적 특수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잇다. 즉 일본의 식민지

자원수탈 정책과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산림자원이 극

심하게 파괴 된데다 사회 경제적인 제요건의 미숙으로 보

속적인 목재생산 구현이라는 근대임업의 기본정신을 실

천하는데 한계를 지닌 상태에서 초기 산림정책이 출발하

였고, 1950년대 후반부터 산림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자

원조성 정책과 산림보호 정책을 산림행정의 제일 목표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 산림자원의 경제재로의

이용보다는 산림생태계의 회복과 보호주의 원칙이 자연

스럽게 개인적 가치로 형성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이 한국의 자연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무리없이 접합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인 인

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분이다(Canda 1989, Covell 1982)

라는 가치관이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내재적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서구사회가

기존의 인간우월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한 혼

돈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상대

적으로 약한 혼돈의 과정을 거쳐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도 조사에서 NRMP

및 NEP 지향강도가 약화되고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과 관

련하여 목재생산 및 임도시설 증대 등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 독일임업에 기초하여 보속생산 패

러다임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 녹화된 산림을 이젠 쓸모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산림청의 경우 NEP 및 NRMP 아이디어를 상당부

분 반영하는 법과 계획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정책으

로 만들고 집행해야 하는 산림청 직원들의 태도와 가치체

계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면 법과

국가산림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산림정책의 이

행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이 현재 지

향하고 있는 정책 위치가 아직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림청 직원들 스스로 NEP,

NRMP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직내에서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미국 산림청의 AFSEEE(Association of Forest

Service Employees for Environmental Ethics)처럼 선구적

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산림청이 보다 개방적

이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 간부

진의 멘토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 산림청이 장기

계획이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산림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 산림

정책 가치를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5차 산

림기본계획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림정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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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국가 산림계획을 성과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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