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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

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

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

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in South Korea. Data needed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analysis, policy evaluation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ories

of public policy. Evaluation model contain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policy initiative factor, policy content,

policy environment) and two dependent variables (policy result, policy impact). Since, these variables are

unobservable latent variables, observable indicators are needed as proxy measures.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since it is a useful measure for analysing linear structural model

which consists of structural and measurement equations. It was confirmed that forest road construction is an

effective policy mean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region and activating forest resources management. The

policy outcome, however, was not satisfacto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some modification of policy contents are needed such as increased construction budget, allowing more flexibility

and participation to the implementation personal and providing techn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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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을 매개로 하

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독점, 정보

의 비대칭성, 공공재 및 외부효과 등이 존재 하는 경우에

는 시장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못하고 따

라서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

를 초래하게 된다. 산림은 목재 등의 시장재 뿐 아니라 아

름다운 경관, 맑은 공기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

적 편익을 동시에 생산한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 이외의

이 논문은 2005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oikwan@knu.ac.kr



리즈렐모형을 이용한 임도사업의 계량적 분석 23

사회적 비용(외부비경제) 또는 사회적 편익(외부경제)이

발생 하는 경우 즉,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에는 시장기구

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

서 한 경제가 주어진 자원으로 이룰 수 있는 잠재적 복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임업은 또한 여러 가지 비교역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

를 들면 임업은 산촌지역에서 영위되고 있는 바, 임업의

발전은 곧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

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산림은 오랜 기간 우리민족

의 삶의 터전으로서 민족적 정서와 전통문화의 뿌리이기

도 하다. 이와같이 임업은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이지만 우리나라 임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기인하는 취약점, 즉, 소유규모의 영세성, 저

수익성 및 투자기간의 장기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서는 임업에 대한 투자 능력이 없거나 투자를 꺼리게 된

다. 이와 같은 외부효과, 비교역적 특성에 기인한 시장실

패 및 임업부문의 취약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

한 정책적 개입을 하게 된다.

산림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즉, 산림정책수단은 크게

행정적수단과 구조적 수단으로 나뉘고 행정적 수단은 다

시 규제·감독적정책과 조장보육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

다(박태식, 1982). 규제·감독적 정책이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규제 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수단인

반면 조장·보육적 정책은 정부가 협력자의 위치에서 임

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약점을 보완해 주는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임도시설 사업은 조장·보육적 정책수

단의 하나로 임업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 중 핵심

적 사업이라고 하겠다. 즉, 현재 임업이 당면 하고 있는 가

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 과소화

와 열악한 임업노동조건에 기인한 임업노동력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요

하며 임도는 임업기계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임도는 농산촌의 교통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

여 농산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활동을 촉진하여

낙후지역의 규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정부는 1968년 국유림 내에 12 km

의 임도를 설치 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 국고보조사

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말 현

재 총15,825키로메터가 건설되어 헥타르 당 임도밀도 2.48

미터에 이르고 있다(산림청,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임

도밀도는 임업선진국인 일본(5 m), 미국(12 m), 독일(4 m)

에 비하면 빈약한 실정으로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의 ha

당 적정 임도밀도를 8.5 m로 산정하고 2030년 까지 단계

별로 41,600키로의 임도시설을 계획 하고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예산은 총 4조8천800억에 달한다(산림청, 2006).

임도사업은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집행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다만, 사업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로만 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의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을 평가 대상으로 정

책의 추진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평가와 보다 효율적

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과

정평가로 나눌 수 있다. 총괄평가는 정책결과를 평가대상

으로 하는 평가활동이고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을 대상으

로 하는 평가활동이다(정정길, 1991).

한편 정책평가를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총괄

평가와 형성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총괄평가는 정책집행

이 끝날 때 하는 평가이며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집행전략의 수정, 보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성평

가는 그 성질상 과정평가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어 같

이 논의 될 수 있는 것으로,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및 활

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

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정책의 중단, 축소,

유지, 확대 여부를 결정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

는” 활동이다(정정길, 1991).

정책평가는 특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적 사업평가를 통하여 당해 정책이

평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임도가 우리나라 임업발전과 산촌지역진흥을 위하여 필

수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 하면 정책의 중단, 유지, 확

대 여부를 결정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괄평가

보다는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수립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평가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임도정책을 대상으로 집행

과정평가를 통하여 그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악하고, 이들이 성공적 정책집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집행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도사업 모형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7,80년대 치산녹화기, 90년대의 산

지자원화시대를 거쳐 현재 산림경영기반구축기를 맞아 산

림경영기반 인프라 구축을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숲가꾸기사업, 산림관계 법

제정비등의 사업과 함께 임도사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중 임도사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업

으로 산림경영기반구축 정책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임도는 임업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임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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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전제 조건이며 임산물 생산, 운반, 및 육림을 위한 필

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또한 임도는 농산촌 지역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산촌지역의 산업생산과 생활

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산림의 휴양이용

을 위한 시설로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산림청, 2006).

이와 같이 임도는 임업경영기반 시설로서 임산물생산,

육림, 재해방지,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한편 자연경관을 해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붕괴 등 자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 되

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설물량을 줄이고 구조개량

작업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설되는 임도에 대해서도 재

해에 강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임도의 질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산림청, 2006). 이는 지금까지의 임도시

설이 양적인 목표는 달성 하였으나 생태적, 환경적인 측

면에서는 만족 할만한 결과를 보여 주지 못 하였다는 반

성에서 비롯된 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

서는 임도사업 중 특히 임도신설에 초점을 맞춰 그 집행

과정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임도사업에 활용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시 하고자 한다.

임도시설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모형의 파

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임도사업모형은 임도사업집행을

위한 투입 또는 활동부터 복수의 중간목표들과 사업목표

에 이르는 사업의 구성 요소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인과관

계로 구성된다. 이 사업모형에는 정책평가대상이 되는 정

책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관련자들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가대상이 되

는 사업모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선결 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모형은 문서상모형, 관리자모형, 집행

현장모형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임도사업의 경우 문서상

모형은 관계법규, 예산, 업무추진계획,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하여 파악되는 공식적인 사업모형이 이에 해당된다. 한

편 관리자모형과 집행현장모형은 각각 집행관리자와 그

실무자 그리고 일선 집행업무담당자들과의 면접과 관찰

을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다. 즉, 면접과 관찰을 통하여 일

선담당자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중간목표와

사업목표를 파악한다. 이상의 세 가지 모형을 종합하여 하

나의 사업모형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모형을 대상으로 평

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공식 문서 중

특히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06년 주요업무세

부추진계획, 2006년도 연차보고서, 예산서 등의 문서와 산

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면접과 관찰을 통하여 평가 가능한 사

업모형을 작성하였다. 

임도사업의 정책목표는 중간목표인 임도건설을 통하여

임업경영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서 임업경영편의, 산불 등

재난예방과 진화,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생태적

으로 건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건설이라는 중간목표의 달

성을 통하여 달성된다. 이러한 중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자원 확보, 사업지침확보 및 노선선정, 시공, 감독 등

의 집행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이와 같이 구성

된 임도사업모형을 보여 준다. 이 모형에서는 임도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책집행활동, 중간목표, 사업목표로 나

누고 이들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평가모형

문서상모형과 현장모형을 종합하여 하나의 집행 가능

한 사업모형이 만들어 졌다 해도 이것이 언제나 평가가능

모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모형은 다수의 변수를 포

함하고 이들 다수의 변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

기법 상 또는 평가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모형에 포함된 다수의 변수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변수들의 저변에 공통

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적은 수의 요소

들을 추출하여 이 요소들을 평가모형의 변수들로 이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평가모형의 설정은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사

업모형에 포함된 정책요소들을 재해석하여 평가 가능한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들 변수들의 계량화에 필요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규천과 김정호, 1999). 이 연구의 목적이 임도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 이들이 정책결과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책평가모형을 구성

하는 변수는 임도사업모형과 정책학 이론을 바탕으로 변

수들이 선정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구성 되어야 한

다. 

정책학 이론은 정책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들로

①정책내용요인 ②정책집행요인 ③정책환경요인 ④정책

그림 1. 임도사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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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단요인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안해균, 1987; 정

정길, 1991). 이 연구에서는 임도사업이 정책대상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조장·보육적 정책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정

책내용요인, 정책집행주체요인, 정책환경요인의 세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중간목표와 사업목표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중간목표 변수는 독립변수들이 종합

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책집행활동의 직접적인 결과 즉, 정

책결과이고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종속변수가 되나

최종 사업목표 즉, 정책효과에 대하여는 독립변수의 역할

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평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정책집행주체

변수, 정책환경변수, 정책내용변수) 와 종속변수(정책결

과, 정책효과)는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그림 2. 임도사업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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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들이다. 이들 잠재변수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술된 변수를 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

해 계량화 하고 분석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독

립변수인 정책내용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구체적 지

침의 확보 여부, 현장집행요원에 대한 신축성 허용정도, 집

행요원들의 의견반영 정도, 예산의 적절성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정책집행주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집행요원의 사업에 대한 열의, 기술상의 능력을 사용하였

다. 정책환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로는 집행조직

내부의 사업에 대한 지지정도, 산주와 지역주민의 지지정

도가 사용되었다. 정책결과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는 임도시설량, 임도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적절

한 장소에 견고하게 건설되고 있는 지의 여부가 사용되었

다. 한편 정책효과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로는 임

도의 임업경영기반, 재해방지기능에 대한 평가, 산촌주민

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의 기여정도, 산촌지역 균형

발전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사용하였

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들과 이들의 측정지표를 <그림

1>에 요약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그림 2>에 도해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와 같이 추상적성격의 변수를 연역적으로

개념화 하여 이를 지표화(또는 측정변수화)하여 계량화 하

는 경우 유용한 분석도구가 공변량구조모형이다. 공변량

구조모형의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LISREL(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이다. LISREL은 경

로분석과 요인분석을 결합시킨 것으로 구조방정식모형과

측정모형으로 구성된다. 잠재변수의 계량화를 위하여 측

정변수(지표)를 도입 하는데 이들 측정변수(지표)들이 타

당성 있는 잠재변수의 지표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확

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고, 잠

재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방정식의 분석에는 경

로분석이 이용된다(최평길, 2000; Bollen, 1989). LISREL

은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이 하나의 통계패키지에 통합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Joreskog and Sorbom, 1996).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지

역 산림관계 공무원(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및 관리소, 지

방자치단체 소속)과 산림조합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총 발송부수 227부중 유효응답율

87.7%에 달하는 199부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질적인 측정지표에 대한 응답을 5점 Likert

scale 방법을 사용하여 계량화 하였다.

분석결과
 

1. 기술통계적(descriptive statistics) 분석

이 연구는 임도사업 정책집행 도중에 집행전략의 수정,

보완을 위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평

가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평가는 적절한 변수의 식별(identification)과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 구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

나, 이들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지표들의 개별적 평

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의 수정,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은 이들 개별 측정지표에 대

한 평가를 <표 1>에 정리하였다.

 

1) 정책결과

표 1. 측정지표 설문결과요약.  (단위 : %)

잠재
변수

측 정 지 표
전적으로 
동의

동의 중립 부동의
전적으로 부
동의

정 책
집 행
주 체

 집쟁주체의 열의 57.8 35.7 4.0 2.5

 기술상의 능력 5.5 29.1 26.6 32.7 6.0

정 책
환 경

 집행조직의 지지 19.1 50.8 25.6 4.5

 산주와 지역주민의 지지 13.1 46.2 33.7 7.0

정 책
내 용

 구체적지침 확보여부 11.6 46.2 31.7 10.1

 신축성 허용 7.5 50.8 30.7 10.6 0.5

 의견반영 7.0 38.7 41.7 11.6 0.5

 예산 확보 2.5 16.1 39.2 37.2 5.0

정 책
결 과

 임도시설량 2.5 27.6 43.2 25.6 1.0

 시설장소의 적합성 5.5 39.7 36.7 18.1

정 책
효 과

 임업경영기반으로서의 기능 32.2 58.3 8.5 1.0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17.6 68.8 11.1 2.5

 지역균형발전 15.6 66.3 15.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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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과는 임도사업의 집행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산

출된 결과로서 국가적으로는 임도사업의 중간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과 변수는 두 가지 측정지표 즉, 임도시설 물량

과 설치된 임도의 질로서 필요한 장소에 생태파괴를 최소

화 하면서 견고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제시문에 대한 응답

자들의 평가로 측정되었다.

‘임도시설물량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다’라는 설문에

동의 내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

부동의 라는 응답이 25.6%에 달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임도시설의 질에 관한 설문에는 전체응답자의 약

45%가 동의 내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중립으로 응

답한 비율이 36.7%에 달해 임도 노선선정에 개선의 여지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정책효과

정책결과가 임도사업의 중간목표라면 정책효과는 임도

사업을 통하여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라고 하

겠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는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잠재

변수로서 여기서는 세 가지 측정지표 즉, 첫째 임도는 산

림 생산, 관리, 산불 등 재해방지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임도는 산촌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

는가, 셋째 임도는 산촌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에 대한 평가로서 측정하였다.

임도의 임업경영기반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는 응답자

의 약 90%이상이 긍정적 답변(전적으로 동의 32.2%, 동

의 58.3%)을 하였고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기능에 대

하여는 약 86%(전적으로 동의 17.6%, 동의 68.8%)이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기능에 대하여도 약

82%(전적으로 동의 15.6, 동의 6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임도건설이 정책효과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3) 정책집행 주체 요인 평가

정책집행주체요인은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정정길, 1991). 집행 활동을 직접 담당하

는 자가 그 사업의 목적에 공감하고 그 성공을 위하여 열

의를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공의 가능

성이 달라진다. 또한 집행 주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집행조직의 구조와

분위기도 집행주체 요인에 포함하여 논의 될 수 있으나

임도사업의 경우 산림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행정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임도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될 수 없어 앞의

두 가지 요소 즉 집행 요원의 집행의욕과 능력을 측정지

표로 하였다. 집행 요원들의 집행 의욕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제시된 “임도사업은 임업발전과 산촌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라는 제시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7.8%가 전적으로 동의, 35.7%가 동의

라고 평가하여 집행의욕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집행주체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임도사업을 집

행하는데 특별히 기술상의 어려움은 없다”라는 제시문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약 35%만이 동의 내지 전적으로 동의

하고 중립이 26.6%, 부동의가 32.7%로 나타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요원에 대한 교육, 연수와 기술 자

문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정책 환경 요인평가

정책환경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정책결정주체의 지

원과 정책관련자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태도가 논의 된다.

여기서 정책결정 주체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지지

를 말하는바, 계속사업인 임도사업의 경우 정책사업으로

확정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를 정책결정주체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가정하고 집행

조직 내부의 지지와 일반 국민들의 지지여부를 측정지표

로 하여 정책 환경 요인을 측정하였다. 

집행조직 내부의 지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70%가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산주 및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약 59%가 긍정적인 답변을, 약

25.6%가 중립, 4.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 정책 내용 평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 내용의 요소로는 정책

목표의 타당성, 자원의 확보, 정책의 명확성이 논의 된다.

정책 목표의 타당성은 구체적 집행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집행 요원들에게 신축성이 허용되는가의 여부와 현장 집

행 요원들의 의견 반영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지나치

게 세밀하고 경직된 정책 목표는 정책 집행의 성공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명확성은 정책 내

용이 실행 가능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가의 여

부를 내용으로 한다. 자원의 확보는 정책 집행을 위한 적

정수준의 예산과 인원이 확보되었는가를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내용 요인을 계량화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사업 집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었는가의

여부, 건설현장의 사정에 따른 집행 요원의 의견 반영여

부, 단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지침마련여

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5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

며 31.1%는 중립, 10.1%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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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에 대한 신축성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약 58%가 긍정

적 평가를 하였으며 30.7%는 중립, 10.6%가 부정적인 평

가를 하고 있다.

단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약 19%만이 긍정적 답

변을 하고 있으며 약 39%는 중립, 약 42%가 부정적 평가

를 하고 있어 적절한 물적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LISREL 모형 평가

1) 평가 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행렬

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 fit index), 그리고 간명적

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x2을 이용한 적합도 검증에

서 임도사업평가 모형은 x2의 값이 21.89, P값은 0.0157로

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종속변수들이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는 기초적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회귀분석에서 x2에 해당하는 것으로 0.8이상이면 분석모

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0.9이상이 권장된다. 증

분적합지수(NFI=.938, IFI=.965, NNFI=.924, CFI=.964)도

모두 0.9 이상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명

적합지수(AGFI=.917, PGFI=.347)도 양호하며, 표준 x2

(normed , x2를 자유도로 나눈 값)도 2.19(<3.0)로 구조모

형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모형평가결과 및 토론

임도사업의 정책결과는 정책집행주체, 정책반영, 정책

내용의 세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임도시설물량과 시설임도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정지

표로 평가한 정책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 분  적합도 지수 추 정

절대적합지수

x2 차이검정  21.89

적합도지수 (GFI)  .970

평균제곱잔차제곱근 (RMR)  .025

증분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 (NFI)  .938

적합도증가지수 (IFI)  .965

비표준적합지수 (NNFI)  .924

비교적합지수 (CFI)  .964

간명적합지수

조정된 적합지수 (AGFI)  .917

간명적합지수 (PGFI)  .347

표준 x2 (normed x2)  2.19

그림 3. 임도사업 평가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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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무난한 수준(중립적인 수준)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내용변수로서 사업집행을 위한 구

체적 지침이 확보되고, 적합한 물적수단(예산)이 확보되

며, 현장사정에 따라 집행요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축적

대응이 허용되면 정책결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추정계수는 0.45로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정책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환경 변수로서 집행조직내의 지

지와 산주 및 지역주민의 지지가 정책결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0.18로 1% 유

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주체의 열의나 기술상의 능력을 측정지표로 한 정

책집행주체 변수는 정책결과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정책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집행주체변수의 정책효과에 대한

회귀계수는 0.09로(+값은 2.72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정책의도의 실

현은 정책집행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 정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도 건설 자체가 임도사업의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

다. 임도 건설은 그것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특

정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간 목표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

서는 임도사업을 통해 국가가 얻고자하는 효과, 즉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하여 임업경영기반확보,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활동 등 주민편의제공, 지역의 균형발전 세 가지를 측

정지표로 이용하였다. 정책결과와 정책효과의 관계를 추

정하기 위하여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정책결과를 독립

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던바 1%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 유의성이 있는 계수 0.08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임업기반조성,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지역균형발

전이라는 정책효과를 임도건설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

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총 발송부수 227부중 199부의

유효응답을 얻어 약 87.7%의 유효 응답률을 보였다.

평가를 위하여 정책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평가모형

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

정책내용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

귀식(경로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는 종속변수로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

정하였다.

이와 같이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

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방법이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분석방식이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 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

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당초 평가 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

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

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책결과는 정책집행요원의 사업에 대한 열의와

기술상의 능력에 의하여 좌우 된 다기 보다 집행조직체계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결정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

다. 집행요원의 열의와 능력이 높을 경우 정책전반에 대

한 이해의 정도가 보다 높아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

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

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 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

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

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

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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