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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산림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서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자원관리 패러다
임 및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
사는 1995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산주단체, 임산업단체, 한국산악회, 자연공원협회, 임정연구회 등 5개 집단에 대하
여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회, 강릉 생명의숲, 백두대
간보전회 등 3개 집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산림의 다목적 이용, 새로운 환경 패
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 등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주단체, 임산업단체, 임업후계자협회 등
과 같이 목재생산 중심의 임업을 중시하는 집단은 자연공원협회, 생명의숲, 한국산악회, 백두대간보전회 등과 같은
환경보전 지향적인 집단에 비해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더 선호하는 반면 새로운 자원관리 패러다임과 환경 패러다
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선구집단은 환경보
전단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림정책 방향 설정과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
리방식 결정 등과 관련된 한국의 산림정책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앞으로
산림자원관리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ttitudes of the Korean forest policy interest groups toward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and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which were emerged in western societies. The 1st
survey was conducted for five interest groups (forest owners, timber industries, members of the Korean Alpine
Club, members of the Korean Natural Parks Association, forestry experts) in 1995, and the 2nd survey was
conducted in 2006 for three interest groups (forest owners, members of the Forest for Life, members of the
Baekdudaegan Preservation Societ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the new environmental and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s among groups.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groups such as the members of the Alpine Club, Nature Parks Association, Forest
for Life, Baekdudaegan Preservation Society favor the NEP and NRMP more than those of traditional forestry
related groups such as forest owners and timber industries.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attitudinal changes
among forestry related groups. This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attitudinal
positions of the interest groups toward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nd policy formulation in Korea.

Key words :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w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attitudes and beliefs, interest groups,

korea forest service.

서 론

한국 산림청은 1967년 발족된 이래 내·외부 환경에 따

라 산림정책 목표와 법적 체계를 변화시켜 왔다. 국가산

림계획 측면에서는 제 1,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

1987),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제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 등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 계획별로 기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산림관련법 측면에서

는 1961년 산림의 조성과 육성, 보호에 중점을 둔 산림법

이 제정된 이후 2000년대초까지 이를 기초로 산림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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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 왔으나, 2001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본이

념을 반영한 산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산림정

책 목표가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2006년 8월 5일부터 산

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산림기본법 시대가 시작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

후 유엔을 중심으로 산림과 관련된 협약들의 이행과 산림

협약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물다

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의 현장 이행요구는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목재중심의 임산물 생산에서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생산력 유지, 산림생물종다양성 유

지 증진, 휴양서비스 공급 및 경관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이 내·외부 산림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산림정

책의 기본목표가 크게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산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산림정책 지향방향

에 대해 어떤 태도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

게 변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은 산림정책에 대한 퍼

포먼스 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가치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

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산림기본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해집단의

태도와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

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해집단이 새로운 자원

관리 패러다임(New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NRMP)과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사회적 패러다임이 산림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

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산림분야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의

힘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산림의 다목적 이용과 NRMP 등

에 대한 산림청 직원 또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태도 및 가

치체계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Twight & Lyden

1988, Brown & Harris 1992, Egan et al. 1999, Kearney

et al. 1999, Pierce & Loverich 2003), 한국의 경우 아직

까지 이해관계자에 대한 태도 조사는 물론 이들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사례는 없다. 다만,

Kim(1994)이 한국 산림청 직원을 대상으로 NEP와 NRMP

에 대한 태도 및 가치체계를 조사하고 이를 미국 산림청

직원과 비교 연구한 사례가 있으며, 신원섭·김태운(1998),

송형섭(1999), 한상렬(2000) 등이 국립공원 이용객 또는

자연휴양림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NEP에 대한 태도

와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독림가협회 및 임업후계자

협회 등과 같은 산주 집단, 목재공업협동조합이나 목재칩

연합회 등과 같이 목재가공 및 목제품생산업을 운영하는

임산업 집단, 등산 및 산악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

는 한국산악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과 보존 관

리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연공원협회, 백두대간

의 훼손실태를 고발하고 보전의 중요성을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낸 백두대간보전회, 1997년 IMF 이후 산림의 경

제·환경·생태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숲가꾸기 국

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

명의숲(김용하 2007) 등과 같은 환경보전 지향 단체, 산림

정책정연구회와 같은 임업전문가 집단 등을 조사대상으

로 선정하고 이들 집단이 NEP, NRMP, 산림의 다목적 이

용 등에 대해 어떤 태도와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는지 조

사하였다.

조사방법

1. 자료수집

제1차 조사는 1995년 9월부터 11월까지 산주 집단(독림

가협회, 임업후계자협회), 임산업 집단(목재공업협동조합,

목재칩연합회, 합판공업협회), 한국산악회, 자연공원협회,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등 5개 주요 산림정책 이해관계자 집

단을 대상으로 Dillman(1978)의 Total Design 방법에 따라

우편 설문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각 집단의 회원명단

이 표본추출 프레임(sampling frame)으로 사용되었으며,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각 집단별 표본집단의 수는

표 3과 같다.

제2차 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임업후

계자협회 강원지부, 강릉 생명의숲, 백두대간보전회 등 주

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3개의 산림청 이

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부는 회원 주소록에 등재

된 전 회원(n=230), 강릉 생명의숲과 백두대간보전회는 사

무국에서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전 회원(각각

n=330, n=200)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척도

제1, 2차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대부분 동일한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여러 장에 걸쳐 다양한 질

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장은 국·사유림의 다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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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된 사항과 NRMP 관련사항, 산림정책 이슈와 관

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NEP 및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사항, 제3장은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행

동과 참여의지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응답자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EP, NRMP, 다목적

이용과 관련된 척도가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1) NEP 측정척도

NEP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게 한 서구사회의 지

배적 가치관인 인간중심, 인간우월주의적인 사회적 패러

다임에 도전하는 패러다임으로 Catton, Dunlap, Van Liere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이 그 개념을 발전시켰다. Dunlap과

Van Liere(1978)는 성장의 한계 불가피성, 안정된 상태의

경제발전의 필요성, 자연과의 균형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자원이 인류의 이용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적

사고의 탈피 등의 아이디어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세계관

을 구성하고 이를 환경 패러다임이라고 칭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Milbrath(1984)는 지배

적 사회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 DSP)과

NEP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1).

NEP 측정척도는 1=적극 반대, 2=약간 반대, 3=중립, 4=

약간 동의, 5=적극 동의와 같이 5점 척도를 갖는 리커드

척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Dunlap과 Van Liere

가 개발한 척도는 중립 위치가 없는 4점 형태로 되어 있

표 1. DSP와 NEP의 주요 대조되는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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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에 대한 낮은 가치 부여
 −상품생산을 위해 자연 이용, 자연지배

2) 다른 생명체, 세대에 대한 비 연민의 정
3) 부를 최대화기 위해 위험을 감수

 −과학과 기술이 중요
4) 생장에의 한계가 없음

 −자연자원 부족 무한함, 인구문제 없음
5) 현재 사회가 좋음

 −시장중시, 물질주의, 위계 및 효율화
6) 구 정치학

 −전문가에 의한 결정, 시장조절의 강조

1) 자연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자연은 자신을 위해 존재, 자연과 조화

2) 다른 생명체, 세대에 대한 연민 확장
3) 신중한 계획을 통한 위험의 회피

 −과학과 기술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님
4) 생장에의 한계가 있음

 −자연자원 부족, 인구성장 제약 필요
5)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

 −공공재 강조, 개방화 및 참여
6) 새로운 정치학

 −의견수렴적 참여적, 미래대비 및 계획강조

주: Milbrath(1984), Environmentalists: Vanguard for a New Society, table2.1(p.22) 재가공

표 2. DRMP와 NRMP의 주요 대조되는 입장 비교.

DRMP NRMP

1) 경관은 상업적 생산물의 하나임
2) 자연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
3) 환경보호보다 상업적 생산물 우선
4) 현 세대에 대한 우선적 관심
5) 집약적인 산림관리-개벌, 제초제 사용 등 
6) 자원부족 없음-단기적 생산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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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관심
5) 조방적인 산림관리-제초제 사용 제한 등
6) 자원생장에 한계-장기 지속성 확보 강조
7) 협의와 참여적 의사결정
8) 분권화된 의사결정 권한

표 3. 1995년 및 2006년도 설문조사 대상 이해관계자 집단 개요.

구 분
1995년 조사 2006년 조사

계 산주1) 임산업2) 산악회3) 공원회4) 전문가5) 계 후계자6) 생명숲7) 백두회8)

모집단(명) 2,959 550 101 1000 1,200 108 760 230 330 200

표본집단(명) 1,159 270 101 330 350 108 760 230 330 200

응답자수(명) 452 110 42 115 116 68 240 73 92 75

회신율(%) 39 41 42 35 33 63 32 32 28 38

주 1) (사)독림가협회, (사)임업후계자협회 회원이 대상이며, 1994년말 기준 회원임. 독림가협회는 2002년 9월 한국산림경영인
협회로 명칭이 변경됨.

 2) (사)목재공업협동조합, (사)목재칩연합회, (사)합판공업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3) (사)한국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4) (사)자연공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5) (사)임정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2005년 한국산림정책연구회로 명칭 변경됨.
 6) 2006년 10월말 현재 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7) 2006년 10월말 현재 강릉 생명의숲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8) 2006년 10월말 현재 동해 소재 백두대간보전회 본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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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본 조사에서는 중립 위치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이

는 리커드 척도처럼 평균값을 비교할 수 있는 등간척도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의 등급이 필요

(이군희 2001, p.60)하기 때문이다. NEP 척도의 전반부 8

개 항목은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후반부 4개

항목은 자연에 대한 인간 우월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표 5 참조). 통계처리시 NEP 측정척도의 동일성을 유지

하기 위해 후반부의 4개 항목(9~12)에 대해서는 자료입력

시 점수를 1=5, 2=4와 같이 역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NEP 측정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95년도와 2006

년도 조사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 값을 계산해본 결과 각

각 0.710, 0.743으로 Nunnally(1978)가 제시한 0.7보다 크

므로 측정척도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NRMP 측정척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가치개념인

NEP가 서구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자연자원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들도 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으며(Dunlap & Mertig 1991), 특히 미국 산림청과 같

이 오랜 기간 DSP에 기초한 목재생산 위주의 자원관리 패

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던 기관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

었다. Behan(1990)은 Kuhn(1970)이 과학분야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변화 모델을 임업분야에 적용하여 다자원적 산

림관리 변화 모델을 주장하였으며, Brown과 Harris(1992)

는 이를 기초로 NEP의 주요 아이디어를 감안한 NRMP

모델로 발전시키고, 미국 산림청 내부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자원관리 패러다임(Dominant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DRMP)과 비교 정리하

였다(표 2). DRMP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자원 생산, 집약

적인 산림자원관리, 계층적 관료적 조직환경을 선호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 NRMP는 산림생태계에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원관리와 자연자원

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장기적인 지속성의 담보, 자연자원

의 경관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보다 개방적인 조직

환경,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고려하는 가치체계

를 반영하고 있다.

Brown과 Harris(1992)가 개발한 NRMP 측정척도는 각

항목별로 왼쪽에는 NRMP 가치, 오른쪽에는 DRMP 가치

를 대조적인 형태로 기술하고 각 개인의 선호방향과 개인

표 4. 이해관계자 집단별 조사응답자의 특성. (단위 : %)

구 분
1995년 조사 2006년 조사

계 산 주 임산업 산악회 보존회 전문가 계 후계자 생명숲 백두회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4.6
17.9
23.7
53.8

01.81)

23.6
18.2
56.4

0-
26.2
28.6
45.2

02.6
13.9
23.5
60.0

13.7
17.9
23.9
44.5

0-
10.3
29.4
57.4

10.0
29.3
35.1
25.6

04.2
15.3
45.8
34.7

06.6
34.1
29.7
29.6

19.7
36.8
31.6
11.9

종교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무종교
기타2)

32.9
5.1
9.6

20.2
31.8
0.4

39.4
10.1
04.6
12.8
32.1
01.0

28.6
04.8
09.5
26.2
28.6
02.3

26.3
03.5
13.2
24.6
32.4
0-

35.9
01.7
9.5
17.9
35.0
0-

30.9
05.9
11.8
25.0
26.4
0-

31.5
03.4
04.7
14.7
44.8
00.9

35.2
09.9
02.8
11.3
39.4
01.4

33.0
0-
5.7
17.0
44.3
0-

26.0
01.4
5.5
15.1
50.7
01.4

성별(남성) 93.6 99.1 97.6 95.7 81.2 100 76.7 98.6 65.9 68.4

학력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

65.0
6.2

22.8
6.0

43.6
05.5
34.5
16.4

90.5
0-
09.5
0-

66.1
11.3
19.1
03.5

55.6
06.8
33.3
04.3

98.5
01.5
0-
0-

49.8
09.7
32.1
08.4

37.0
06.8
39.7
16.5

63.0
11.2
20.2
05.6

46.6
10.7
38.7
04.0

결혼(기혼) 93.4 95.5 95.2 94.8 85.5 100 81.3 89.0 82.4 72.4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28.8
13.1
10.2
48.0

12.7
10.0
12.7
64.6

45.2
07.1
04.8
42.9

46.1
15.7
09.6
28.6

29.1
14.5
06.0
50.4

14.7
14.7
17.7
52.9

08.0
36.1
18.1
37.8

06.8
16.4
21.9
54.9

14.4
40.0
14.4
31.2

01.3
50.7
18.7
29.3

소득

3천만원이상
2천만원대
1천만원대
1천만원미만

32.6
35.1
24.1
8.2

26.7
22.9
33.3
17.1

52.4
35.7
11.9
0-

33.1
33.9
27.0
06.0

23.6
45.2
24.3
06.9

44.8
38.8
11.9
04.5

44.2
26.4
19.1
10.3

49.3
26.8
12.7
11.2

38.9
26.7
24.4
10.0

45.9
25.7
18.9
09.5

산림소유(소유) 50.9 100 52.4 24.3 32.5 47.1 45.6 98.6 27.0 16.0

주 1) % 는 각 집단에서 각 변수의 범주가 차지하는 상대비율을 표시한 것임
 2) 기타는 천도교 또는 열거되지 않은 종교를 나타내나 실제 응답에서는 천도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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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청이 추구하고 있는 현 정책입장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고 있다. 범주값은 -3=왼쪽 방향 기술

에 적극 찬성, 0=중립, +3=오른쪽 방향 기술에 적극 찬성

등 7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항목은 공익적 편익생산

대 경제적 편익생산, 생태계의 안정적 보전 대 다목적 이

용개발, 후세대 이익보장 대 현세대 이익 도모 등 5개 항

표 5. NEP 측정척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 비교(평균값)

항 목1)
1995년 조사 2006년 조사

산주 임산업산악회보전회전문가 F값2) 후계자생명숲백두회 F값2)

1.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수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4.19 4.24 4.20 4.11 4.06 0.45 3.86 4.12 3.88 1.77

2. 자연균형은 매우 예민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다.

4.33 4.29 4.36 4.21 4.22 0.52 3.97 4.45 4.14 5.59**

3.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은 가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다.

4.59 4.52 4.62 4.59 4.51 0.21 4.43 4.67 4.61 1.67

4.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상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4.42 4.45 4.41 4.31 4.39 0.44 4.37 3.90 3.99 6.12**

5. 인류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자연과 조화속
에 살아야 한다.

4.83 4.86 4.95 4.89 4.93 1.67 4.78 4.85 4.80 0.44

6. 지구는 마치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우주선과 다름없다.

4.47 4.33 4.65 4.44 4.55 1.62 4.31 4.45 4.32 0.62

7. 인류 산업사회는 무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3.87 3.79 4.19 4.04 4.28 2.49* 3.94 4.13 3.55 5.41**

8. 인류는 자연자원을 심하게 남용하고 있다. 4.40 4.19 4.67 4.64 4.51 3.60** 4.20 4.39 4.22 0.77

9.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3.67 3.57 4.28 4.24 3.85 6.17** 3.58 4.05 4.03 3.16*

10.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게끔 창조되었다. 3.47 3.81 3.96 3.85 3.97 2.33 3.78 4.10 4.12 1.70

11. 식물과 동물은 주로 인간에 의해 활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3.20 3.31 3.68 3.74 3.81 3.89** 3.00 3.85 3.87 10.36**

12. 인간은 자연환경을 인간목적에 맞도록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순응
할 필요가 없다.

4.07 4.29 4.61 4.62 4.43 4.89** 3.90 4.41 4.50 5.96**

척도 합계 49.47 49.64 52.57 51.67 51.51 4.92** 48.03 51.58 50.03 6.07**

주 1) 각 항목은 5점의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점수는 1=적극 반대, 2=약간 반대, 3=중립, 4=약간 동의, 5=적극 동의 순
이다. 항목 9에서부터 12까지는 NEP 측정척도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자료입력시 1=5, 2=4, 3=3, 4=2, 5=1로 척도점수를 변
환하였다.

2)  F값은 각 조사시점에서의 집단간의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ANOVA 검정을 통해 평균값을 비교한 것으로서 *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6. NRMP 척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개인적 선호도와 인지된 산림청의 정책입장에 대한 태도 비교(평균값).

항 목1)
1995년 조사 2006년 조사

산주 임산업 산악회 공원회 전문가 F값2) 후계자 생명숲 백두회 F값2)

1. 공익적 편익, 
경제적 편익 생산

개 인
산림청

5.17
3.09

5.40
2.83

2.87
3.56

3.11
3.99

3.83
3.69

19.25**
03.98**

5.18
3.02

3.42
3.44

3.83
3.28

10.89**
00.80

2. 산림생태계 보전, 
다목적 이용개발

개 인
산림청

5.33
3.60

5.57
3.17

2.78
4.68

3.17
4.34

4.37
4.59

23.47**

06.48**

5.69
3.02

3.73
3.51

4.36
2.88

11.05**

01.94

3. 미래세대 이익, 
현세대의 이익 추구

개 인
산림청

3.30
2.97

3.36
2.86

2.16
4.15

2.60
3.96

2.75
3.50

04.51**

06.90**

4.88
2.96

3.11
3.70

3.94
3.07

09.03**

02.88

4. 생태계 안정, 
경제효율성 중점 작업

개 인
산림청

3.78
3.87

4.40
3.67

2.51
4.71

2.74
4.17

3.02
4.41

08.34**
03.08*

4.52
3.00

3.10
3.66

3.72
3.10

06.43**
02.11

5. 참여형 정책결정, 
전문가 정책결정

개 인
산림청

3.43
5.21

3.88
5.12

3.79
5.05

3.66
4.99

3.61
5.14

00.34
00.16

4.90
3.06

3.65
3.90

4.00
3.76

04.51*

02.40

 척도 합계
개 인
산림청

21.01
18.86

22.62
17.64

14.10
22.16

15.28
21.45

17.58
21.33

19.49**

05.76**

25.20
14.77

17.16
18.12

19.83
16.18

10.63**

02.54*

주 1) 각 항목은 산림청이 추구할 수 있는 대조적인 정책방향을 왼쪽과 오른쪽 양 끝에 기술하고 각 방향으로 3점 척도를 배치
하였다. 왼쪽 방향으로 -3에서부터 -1, 오른쪽 방향으로 1에서부터 3까지 점수를 배열하였으며, -3은 왼쪽 방향의 기술에
대한 적극 찬성, -2는 찬성, -1은 약간 찬성, 0은 중립이며, 3은 오른쪽 방향의 기술에 대해 적극 찬성, 2는 찬성, 1은 약간 찬
성으로 표시되었다. 각 집단의 평균값 비교를 위하여 척도의 점수 -3=1, 0=4, 3=7의 형태로 척도점수를 변환하였다.

 2) F값은 각 조사시점에서의 집단간의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ANOVA 검정을 통해 평균값을 비교한 것으로서 *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새로운 자원관리 및 환경 패러다임에 대한 산림정책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 379

목으로 구성되었다. NRMP 측정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

결과 각 조사연도별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 각각 0.811,

0.905로 나타나 척도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산림의 다목적 이용 척도

산림의 다목적 이용 관련 측정척도는 미국 산림청이

RPA(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에 따라 1980년부터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여러 항목중에서 채택

한 것과 일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추가한 항목

(예: 자연보전지역의 확대, 자연공원지역의 확대 등) 등으

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범주는 각 이용방식에 대한 바람

직한 정도에 따라 1=적극 반대, 2=약간 반대, 3=중립, 4=

약간 찬성, 5=적극 찬성의 5점 리커드 척도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는 15개 항목, 2차 조사에서는 10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가 가능한

8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표 8 참조).

3. 응답자의 특성

1) 조사응답

제1차 조사에서는 1995년도 9월 20일 총 1,159부의 설

문지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1995년 11월말까지 452부의 설

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신율은 39%이다. 각 집단별 회신

율은 자연공원 집단이 33%로 가장 낮았으며, 전문가 집

단이 63%로 가장 높았다. 산주 집단과 임산업 집단은 각

각 41%와 42%의 회신율을 보였다. 제2차 조사에서는

2006년도 12월 5일 총 760부의 설문지가 우편으로 발송

되어 2007년 1월말까지 24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신율은 32% 이다. 각 집단별 회신율은 임업후계자 집

단이 32%, 강릉 생명의숲 28%, 백두대간보전회 38% 이

었다(표 3).

2) 응답자의 특성

각 집단별 응답자의 연령구조를 보면 50세 이상이 차지

하는 비율은 한국산악회와 전문가 집단이 각각 60%,

표 7. 집단 변수를 통제한 상태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NEP, NRMP 변수의 편상관 표.

변 수 NEP1) NRMP2)
연 령3 학 력4 소 득5 거주지6

< ‘95 조사 >

NEP  상관계수
유의수준

1.000
00.

0−.274**
0.000

−.013
0.791

−.004
0.928

−.023
.636

0.031
0.523

NRMP 상관계수
유의수준

−.274**

0.000
1.000

.
0.066
0.176

0.083
0.090

.071

.145
−.019
0.695

< ‘06 조사 >

NEP 상관계수
유의수준

1.000
00.

0−.224**

0.003
0.000
0.999

0.108
0.153

.023

.758
−.079
0.297

NRMP 상관계수
유의수준

−.224**

0.003
1.000

.
00.169*

0.025
0−.328**

0.000
−.025

.745
0.154*

0.041

주 1) NEP 각 항목 합계치 변수임
 2) NRMP 각 항목의 개인적 선호도 합계치 변수임
 3) 연령 변수는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으로 척도점수가 주어짐
 4) 학력 변수는 1=국졸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학졸, 6=대학원졸로 척도점수가 주어짐
 5) 소득 변수는 1=5백만원 미만, 2=1천만원 미만, 3=2천만원 미만, 4=3천만원 미만, 5=4천만원 미만, 6=4천만원 이상으로 척
도점수가 주어짐

 6) 거주지 변수는 1=대도시(20만명 이상), 2=중소도시(3만~20만명), 3=읍(5천~3만명), 4=면(5천명 미만)으로 척도점수가 주
어짐

표 8.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비교(평균값).

항 목1)
1995년 조사 2006년 조사

산주 임산업 산악회 공원회 전문가 F값2) 후계자 생명숲 백두회 F값2)

1. 목재생산용 경제림 조성 4.37 4.86 4.06 4.19 4.46 03.93** 4.48 4.09 3.88 4.20*

2. 농업용지로의 개발 2.21 2.21 2.03 2.04 1.40 04.64** 2.32 1.97 2.20 1.37

3. 축산용지로의 개발 2.90 2.76 2.56 2.84 2.01 04.81** 2.75 2.17 2.30 2.99

4. 광물자원의 개발 2.56 2.79 2.09 2.20 2.38 03.16* 2.66 2.05 2.42 3.85*

5. 산림휴양공간의 개발 4.27 4.50 4.08 4.48 4.40 02.50* 4.42 4.04 3.76 5.43**

6. 골프장 개발 1.83 2.24 1.25 1.34 1.76 10.35** 2.70 1.75 2.14 8.79**

7. 자연보전지역의 확대 4.32 4.19 4.85 4.74 4.34 09.09** 3.97 4.51 4.31 4.76**

8. 자연공원지역의 확대 3.92 4.00 4.28 4.54 3.53 07.83** 3.38 4.00 3.85 3.98*

주 1) 각 항목은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점수는 1=적극 반대, 2=약간 반대, 3=중립, 4=약간 찬성, 5=적극 찬성 순이다.
 2) F 값은 각 조사시점에서의 집단간의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ANOVA 검정을 통해 평균값을 비교한 것으로서 * 표시는
α=0.05, ** 표시는 α=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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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산주 집단(56.4%), 임산

업 집단(45.2), 자연공원 집단(44.5%) 순이며, 임업후계자

및 생명의숲 집단, 백두대간보전 집단은 그 비율이 35%

이하로서 응답자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젊었다. 응답자

의 성비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

적으로 많았으며, 다만 생명의숲과 백두대간보전 집단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4%, 32% 수준으로 상

대적으로 높았다. 종교적 특성은 불교가 백두대간보전 집

단의 26%에서 산주집단의 39.4%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기독교, 천주교, 유교의 순으로 비

율이 높았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문가 집단

의 26.4%에서부터 백두대간보전 집단의 50.7%에 이르기

까지 변이가 컸다. 학력 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비

율이 산주 집단 43.6%, 임업후계자 집단 37%, 백두대간

보전 집단 46.6%로서 비교적 낮았으며, 임산업 집단과 전

문가 집단의 경우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

구당 소득수준은 각 집단에서 2천만 원 이상이 60% 이상

을 차지하는 반면 산주 집단은 4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렸을 때 주로 살던 거주지는 임업후계자와 산

주 집단, 전문가 집단, 자연공원 집단의 경우 인구 5천명

미만의 면 단위가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임산업

집단과 한국산악회 집단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백두대간보전 집단과 생명의숲 집단은 인구 3만에서 20

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

4.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자료는 윈도우용 SPSS v.12 프로그램(SPSS

2003)을 사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

사시점의 집단간의 NEP, NRMP, 다목적 이용 변수에 대

한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ANOVA 또는 t-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NEP 및 NRMP 측정척도의 신뢰도 분

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 값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NRMP

변수의 각 항목별 범주값에 대한 상대적 빈도 비율 비교

를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NEP

와 NRMP 변수와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집단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편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P)에 대한 태도

전반적으로 1995년도 및 2006년도 조사에서 모든 집단

이 NEP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도 조사에

서는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항목7), ‘자연자원을 심

하게 남용하고 있다.’(항목8), ‘인간은 자연환경을 변형시

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항목9) 등 5개 항목에서 집단간

의 태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자연의 균형은 매우 예민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다.’(항

목2), ‘안정상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항목4) 등 6

개 항목에서 집단간 태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5). 반면에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수가 한계에 도달

하고 있다.’(항목1),  ‘인류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자연과

의 조화속에 살아야 한다.’ (항목5),  ‘지구는 제한된 우주

선과 다름없다.’(항목6)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1차 및 2

차 조사 모두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 시점에서 모든 집단이 NEP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DSP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항목

에 대해서는 산악회 집단, 자연공원 집단, 생명의숲 집단,

백두대간보전 집단 등 환경보전 지향 집단이 산주, 임산

업, 임업후계자 집단 등과 같은 임업생산 지향 집단보다

그 반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인간은 자연환

경을 변형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항목9)와 ‘식물과 동

물은 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항목11) 등에 대해서 상

대적으로 임업생산 관련 집단보다 반대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Twight & Lyden(1989)이

미국 산림청의 이해집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경집단이

목재이용집단에 비해 NEP를 선호한다는 것과 환경단체

가 보다 NEP에 대해 선구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Milbrath(1984)와 Dunlap & Van Liere(1984) 등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특이한 점은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과의

조화속에 살아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제1차 및 2차 조

사 모두 각 집단의 평균값이 4.78에서부터 4.95에 달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 수준이 일관성 있게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

사상이 아직까지 한국인의 가치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6년도 조사에서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성장이 조

절되는 안정상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항목에 대

해서는 오히려 임업후계자, 산주 집단의 동의 수준이 생

명의숲이나 백두대간보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찬성 정

도가 높았다.

비록 제2차 조사대상 집단이 1차와 다르므로 정확하게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1차 조사시 임업

생산 지향집단(산주 및 임산업 집단)의 태도와 제2차 조

사시의 임업후계자 집단의 태도와 서로 비교하여 그 경향

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환경보전 지향 집단

에 대해서도 제1차 조사시의 산악회 및 자연공원 집단과

제2차 조사시의 생명의숲 및 백두대간보전 집단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t-검정 결과 임업생산 지

향 집단간에는 1번과 2번 항목에서만 α=0.05 수준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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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전 지향 집단간에는

4, 5, 7, 8번 항목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들 항목에서 변화추이는 임업생산 및 환

경보전 지향 집단 모두 NEP에 대한 찬성 정도가 1차 조

사때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새로운 자원관리 패러다임(NRMP)에 대한 태도

1) 개인적 선호도

NRMP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1995년도 조사에서는 참여형

정책결정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공익적 편익 대 경제적 편익생산

항목과 산림생태계 보전 대 다목적 이용개발 항목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컸다. 즉, 산주 및 임산업 집단은 경제적 편

익과 다목적 이용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산악회와 자연공

원 집단은 공익적 편익과 생태계 보전 방향을 선호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두 항목 모두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세대 이익을 위한 산림관리에 대해서는 선호

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집단에서 이를 선호하

였으며, 정책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참여형 결정 방식을 선

호하였다.

2006년도 조사의 경우 5개 항목 모두에서 집단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번, 2번, 3

번 항목에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임

업후계자 집단은 3개 항목에서 모두 DRMP 방향을 선호

하는 반면, 생명의숲 집단은 NRMP 입장을 백두대간보전

집단은 중립적인 입장을 선호하였다. 2000년대 초반 강력

한 백두대간보전운동을 전개했던 백두대간보전 집단이 중

립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는 백두대간보전회 회원의 대부분이 백두대간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생활이 산림자원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인지된 산림청의 정책 입장

NRMP에 대한 각 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산림청이 추구

하고 있는 현 정책입장에 대해서도 각 집단의 성격에 따

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1995년도 조사에서

는 참여형 정책결정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집단간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산주 및 임산업 집단은 산림

청이 공익적 편익 생산 및 산림생태계 보전, 미래세대의

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산

악회 및 자연공원 집단은 오히려 산림청이 다목적 이용개

발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거

나 중립적인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 방

식에 대해서는 5개 집단 모두 산림청이 모든 참여형 정책

결정 보다는 산림청 주도의 전문가 정책결정에 중점을 두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1995년도와는 다르게 5개 항목 모

두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항목에서 산림청이 NRMP를 지향하거나 중립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유

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5년도 조사에서 임업지향

집단과 환경보전 지향 집단간에서 인식차이가 발생한 것

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조사에서 산림청

의 정책추구 입장이 NRMP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00년대초부터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추진 등 백

두대간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침을 도입하여 벌채 및 숲가꾸기 작업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5대강 유역의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적극 확대하였으며, 국유림 경영관

리를 위해 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영향

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이 강원지역

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강원지역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3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집단과 임업관련 집단간에는

NRMP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와 인지된 산림청의 정책입

장과의 사이에는 퍼포먼스 갭(Downs 1967)이 있었으며,

서로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관련 집단은

개인적으로 NRMP를 선호하는 한편 산림청은 반 NRMP

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업관련 집단은 DRMP를

선호하는 반면, 산림청은 오히려 NRMP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각 집단의 개인

적 선호가치를 산림청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갭을 해소하기 위해 산

림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책설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NEP, NRMP 태도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의 영향

1995년도 및 2006년도 조사 모두 집단이 통제된 상태에

서의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 등 인구통계적 변수와 NEP

합계 변수, NRMP 합계 변수와의 편상관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95년도 조사에서는 NEP, NRMP 모두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그러나 ’06년도 조사에서는 NEP 변수와 인구통계

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NRMP

변수의 경우 α=0.05 수준에서 연령, 학력, 거주지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NRMP 지향방향에 대한 선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

며,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대도시 단위로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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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MP 지향방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명목척

도의 성격을 지닌 성별 및 종교변수와 NEP 및 NRMP 변

수와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해 비모수상관 분석을 한 결과

‘95년도 조사에서 성별변수와 NRMP 변수사이의 Kendall

의 Tau-b 값이 -.092로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것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NEP와 NRMP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연

령이 적을수록 여성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NEP와

NRMP를 더 지향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Van Liere &

Dunlap 1980, Arcury et al. 1986, Noe & Snow 1990,

Kennedy 1991, Blaikie 1992, Scott & Willits 1994, 한상

열 2000)와는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2

차례에 걸친 이해집단 조사에서 종교나 거주지, 소득수준,

연령, 성별 변수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NEP를 지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NEP 척도를 구성하는 내용이 인

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에 대한 태도

전반적으로 1차 및 2차 조사 모두 각 집단간에는 국유

림의 다목적 이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 8). 세부 항목별로는 목재생산 증대를 위한 경제림 조

성(항목 1)과 산림휴양공간의 개발(항목 5)에 대해서는 모

든 집단에서 찬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임산업 집

단, 임업후계자 집단, 전문가 집단, 산주 집단 등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백두대간보전 집단과 생명

의숲 집단은 상대적으로 그 찬성 정도가 낮았다. 반면에

국유림을 골프장, 농업용지, 초지,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약간 반대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과 생명의숲

집단에서 농지 또는 초지, 골프장으로 이용하는데 대해 부

정적인 정도가 더 컸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산지

를 농지나 초지로 개간하려던 정책이 실패한 경험을 잘

알고 있고,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 위해 가능성을 인

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보전지역 및 자

연공원지역의 확대 항목과 관련 각 집단 모두 찬성하였으

나 산주 집단과 임업후계자 집단, 임산업 집단에서는 상

대적으로 그 찬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연공원 집단

의 경우 자연보전지역의 확대와 자연공원지역의 확대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으며, 이는 집단의 구성 목적상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

된다. 모든 집단에서 국유림에 자연공원을 확대 하는 것

보다는 자연보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에

서의 변이 폭이 컸다.

Twight & Lyden(1989), Brown(1992) 등이 목재생산에

대해 미국의 환경지향 집단과 임업생산 관련 집단간의 태

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이들 집단간에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목재생산 목적으로의 국, 사유림

이용에 대해 임업 및 환경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 찬

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30여년 이상 산림녹화

에 중점을 두어 온 산림정책 전통과 산림이 국토에 차지

하는 비중에 비하여 목재자급률이 낮아 조속히 목재자급

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EP, NRMP, 산림의 다목적 이용방식 등에

대한 산림정책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와 가치체계를 1995

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산

림정책 이해관계자 집단은 대체적으로 산림의 다목적 이

용방식에 대해 유사한 태도와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산림을 임업적 용도외에 타용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산

림청이 오랫동안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는데 정책의 중점

을 두어 온 것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잘 이

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골프장 또는 초

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는 것은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

한 개발로 자연환경에 위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을 경험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NEP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NEP를 지향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환경보전 지향 집단의 동의수준이 임업생

산 지향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반영한 항목에 대

해서 환경보전 지향 집단의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임업

생산 지향 집단의 동의수준보다 낮았다. 12개 NEP 항목

중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속에 살아야 한다.’는 항목에 대

해서 모든 집단에서 동의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개발된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인 NEP가 한국의

자연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무리없이 접합되고 있기 때문

이며,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인 천지인합일(天地人

合一) 사상과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분이다(이광모·장

순희 2003, 조용훈 2002, 이숭녕 1985, Canda 1989,

Covell 1982, Oliver 1993)라는 자연관이 아직도 한국사회

에서 내재적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NRMP에 대해서는 임업생산 지향 집단과 환경보전 지

향 집단간에는 분명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집

단에서 개인들의 NRMP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된 산림청

의 정책입장 사이에는 많은 갭이 존재하였다. 이는 DR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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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NRMP 지향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관계

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임

업생산 지향 집단의 경우 산림청이 ‘70년대 이후부터 지

속적으로 치산녹화 등 산림보전 중심적 정책을 전개해 왔

고 이제 녹화된 산림자원을 산주와 임산업체의 경제적 이

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

해, 환경보전 지향 집단의 경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산

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림생태계의 건

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Kennedy와 Brown이

미국 산림청의 이해관계자(임산업체 대 환경단체)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태도와 가치구조를 보

여준 것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NEP와 NRMP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NEP의 경우 연

령, 성별, 학력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NRMP의 경우 ’06년도 조사에서 연령과 학력, 거주지 변

수 등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산림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의 산림의 다목적 이용방식

과 NEP, NRMP에 대한 태도와 가치구조를 알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주요 산림정책의 조정통합과 갈등

관리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림청

이 추구하는 정책입장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개인적 선호

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보다 체계

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이들 집단에서 퍼포먼스 갭을

느끼지 않도록 산림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

하는 것과 정책설명 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림청의 권위주의적인 조

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이 채용되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200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산림관련 대학에서

의 교육 또한 보다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의 가치

를 전파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등을 전향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

는 NRMP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통

적 임업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와 가치체계의 변화

를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

는 것이어서 산림의 공익적 편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새

로운 인센티브 개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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