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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과 현장검증을 통해 임가의 소득원별 소득을 결

정하는 요인을 밝히고, 임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을 때, 소득원

별 결정요인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법(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에 기반한 5가지 유형의

자본(Capitals)과 3가지 유형의 전략(Strategies)을 기준으로 구분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임가소득과 소득원별 임가소득을 구성

하는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임가의 자본 및 전략 특성이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1,105개 표본 임가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순차

적 설명 양-질 분석방법(Explanatory-sequential design)을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경영주 연령, 노동시간, 예금, 업종, 지역으로 나타났고, 임업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시간, 경지면적, 업종, 지역이

나타났다. 임업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경영주 연령,

예금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경

영주 연령, 가구경영주의 교육수준, 임가 유형, 지역이 나타났다.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에 유의하게 영

향을 주는 임가의 자본 및 전략 특성 요인들은 종속변수가 어떤

종류의 소득이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이 상이하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업은 노동력에 크게 영

향을 받으며, 가용한 경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임가가 임업을 전업

으로 하는지 겸업주업, 겸업부업으로 하는지의 임가 유형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업종 선택에 따라 임가의 소득수준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공급

및 생산 여건, 임가의 지역특성 등에 따라 산림정책의 적용이 임

가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가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에 맞

는 소득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임가, 임업 소득, 소득 결정 요인, 지속가능생계접근법

학번 : 201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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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임업은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

업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기후변화 대응, 국토

의 관리와 이용,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 우리의 임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간

산림 자원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고, 정부의 산림보호위주 규제 정책

으로 산림자원 및 경영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장철수 등, 2014).

하지만 최근에는 산림 자원이 성숙하여(1968년 65백만 → 2015년 925백

만 , 산림기본통계, 2017) 임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민경택

등, 2017),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 및 안전 식품

으로서의 청정임산물 등 임업의 배경이 되는 산림 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산림경영을 위한 제반 시설 마련 및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수출특화지역 조성 등 임산물 생

산의 현대화·규모화에 꾸준히 투자하여 왔다(조장환과 노태우, 2017).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액은 2005년 25조 8,533억원

에서 2016년 32조 6,650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내에 3.0%에서 2.2%로 줄어들었다. 한편, 임업의 부가가

치 기준 생산액은 2005년 1조 10억원, 2010년에는 1조 6,870억원, 그리고

2016년에는 2조 810억원으로 특히 최근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농림어업의 내역을 비교해보면, 농업과 임업, 어업 모두 생산액에서

는 성장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이 감소하는 반면

임업과 어업부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7).

이러한 생산액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가

(Forestry Household: 이하 임가라고 한다.)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5년「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가 수는 90,51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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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며, 2010년(96,108호) 대비 5.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임가의 인구

수도 2010년 253,656명에서 14.4%(36,500명)가 감소한 217,197명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4%로 2010년 대비 0.1% 감소한

수치다. 또한, 가구 경영주 연령이 39세 이하, 40대, 50대 임가 수는 2010

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70세 이상 임가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

다. 60대 이상 임가 수가 전체의 6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가 고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한편, 2016년 임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임가의

소득은 전년보다 6.9% 증가하였지만, 이는 전국 가구의 63.6% 수준에

불과하며, 동일 1차 산업군인 어가의 71.3%, 농가의 90.3%로 그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2017a).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 중 시급한

선결과제는 임가가 임업을 영위하며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가소득의 향상은 다양한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 첫째, 산림 자원의 이용 증진이다. 그동안 정부의 1차

산업에 대한 정책은 생산성 증대 우선 정책으로 농업에 주력한 반면, 산

림과 단기임산물 이용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임가

소득 증진은 산림과 임산물 자원의 이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농·산촌의 해체 억제이다. 임가는 대체로 농촌의 중심 보다는 외곽 부분

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개방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

임가들의 소득 저하는 농·산촌 붕괴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임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농·산촌을 유지하고,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데 역

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임가는 대체로

산지에 가까이 위치하고, 토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에 임산물

을 재배하므로 임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산림 및 국토 관리에 도움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임가의 소득 지원은 도시민의 귀산촌을 유

인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귀산촌인들은 생태 환경이 좋은 곳에 이주

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환경과 함께 적절한 소득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도시민의 귀산촌을 보다 유인할 수 있다.

정부의 총 예산 대비 산림예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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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총 예산 중 임업인 지원예산을 2014년 4.87%에서 2018년 9.09%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산림청, 2014; 2018) 임가 소득 문제의 중요

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임가의 소득 수준은 1차

동일 산업군인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 수준보다 낮다. 또한, 저가의 중

국산 임산물 수입증가로 임산물의 가격은 정체, 하락하고, 농·산촌 인건

비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가의 생산 매출 총이익(margin)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임가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임가경제조사를 이용한 일부 연구(김철

상, 2007; 장철수와 송성환, 2012)는 주로 임가의 구조 변화와 특성에 대

한 단순 현황을 분석하였다. 개별 임가의 특성변수들이 임가소득에 미치

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

에서 임업과 소득 분포 형태가 매우 유사한 농업의 경우 농가 수준에서

의 소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최재혁과 고석남, 2005;

이은우, 2006; 김제안과 채종훈, 2009; 정진화와 조현정, 2012; 권오상과

강혜정, 2013; 설영훈과 우장명, 2013)가 이뤄져 왔고, 현재도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임가의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임가들

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중요한 가구 소득의 원천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임가에게는 1차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임업소득이 중요하고, 다른

임가에게는 농·축산업이나 1차 임업생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해서 얻는 2

차, 3차 산업으로부터의 임업외소득이 보다 중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

라서는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임업소득이나 임업외소득 보다 정부에서

받는 이전소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임가도 있다.

임가의 소득원별 소득을 결정하는 가구의 특성 요인을 알 수 있다면 임

가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본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고, 임가 스스로도 해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가

소득과 임가소득을 구성하는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임가 자본 및 전략 특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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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임업을 경영하는 가구가 지속가능하게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가

소득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가소득이 어떠한 조건에서 더 향상될 수 있

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가의 소득을 결정하는데 영

향을 미치는 가구의 보유자본과 선택하는 전략이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가의 소득은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

전소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소득원별로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구의 보유자본이나 선택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서, 임업인 정의에

따른 임가의 성격, 소득수준, 산촌 거주 여부에 따른 유형별로 소득을 결

정하는데 있어 가구의 보유자본이나 선택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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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가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의 소득원별(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로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임가특성 중 가구의 보유 자본(인적자본, 물리적자본, 재정적자본, 사회적자본,

자연자본)과 전략(업종, 임가 유형,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둘째, 임가의 세부 유형별로(임업인 정의에 따른 임가의 성격, 소득수준, 산촌

거주 여부) 소득원별(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로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임가특성 중 가구의 보유자본(인적자본, 물리적자본, 재정적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자본)과전략(업종, 임가 유형, 지역)에따라다를것이다.

셋째, 임가의 보유자본(인적자본, 물리적자본, 재정적자본, 사회적자본, 자연자본) 특성

요인에따라임가의전략결정(업종, 유형)이 다를것이다.

연구가설의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내 임가의 소득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임가와 소득 분포가 유사한 국내 농업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선행연구(; 최재혁과 고석남, 2005; 이은우, 2006; 강혜정과 권

오상, 2008; 김태곤, 2012; 박준기, 2012; 설영훈과 우장명, 2013; 박근아

와 송경환, 2015)와 국외 연구 중 임가 소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선행연구 (Hegde & Enters, 2000; Adhikari et al., 2004; Gavin

& Anderson, 2007; Mcelwee, 2008; Kar & Jacobson, 2012; Hogarth et

al., 2013; Zenteno et al., 2013; Dash & Behera.., 2016; Fikir et al.,

2016; Zhu et al., 2017)를 보면 각각의 연구에서 가구의 소득을 임가소

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형태로 구분하여 소득원별 소득에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때의 결정요인들은 주로 인구사회

학적인 변수, 업종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정요인은 국가별, 지역별, 소

득원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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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가설인 ‘국내 임가의 소득원별(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

소득)로 임가특성(자본과 전략)의 결정 요인이 다를 것이다.’를 설정하였

다.

두 번째 가설은 불특정 다수의 정책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은 신공공관

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에서 주장하는 고객 지향성 및 성

과 지향성을 달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주장(Lane, 2000)에 근거하여 설정

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임가를 세분화하는 기준에 따라 3가지 세부 가설

로 나뉘는데 (1) 세부 가설은 임가소득 결정요인에 업의 형태 및 종류가

포함된다는 선행연구(Mcelwee, 2008; Zenteno et al., 2013; 최재혁과 고

석남, 2005; 권오상과 강혜정, 2013)에 기반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임업인을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 – 첫

째,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자, 둘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셋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에 따라 임가를 그룹

별로 세분화하여 ‘임가의 정의에 따라 임가의 성격을 구분한 집단별로 소

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다.

(2) 세부 가설은 소득 수준별로 임가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는 선행연구(Dash & Behera.. 2016; 이다예와 이희연, 2016) 결과

에 기반하여 국내 임가 대상으로도 지원 대상이 되는 ‘임가소득 수준별

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이 다를 것이고, 임가 스스로도 집

중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3) 세부 가설은 임가와 소득분포가 매우 유사한 농가의 경우, 지역적 특

성의 차이가 소득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 결과(Gardner, 2002;

Livanis et al., 2006; 권오상과 강혜정, 2013)와 조건불리지역으로서의 산

촌이 가지는 여러 제한점을 서술한 연구(김세빈 등, 2004; 임재해, 2011;

서정원 등, 2015; 민경택, 2017)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득원별 소

득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행정구역상의 산촌

과 비산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소득원별 임가특성 결정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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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세 번째 가설은 임업, 농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자본특성에 따라 생계전략

이 결정되는 관계를 분석한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법(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 이하 SLA이라 한다.) 연구(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Liu & Xu, 2016; Hua et al.,

2017)에 기반하여 국내 임가가 보유한 5가지 자본특성 역시 생계 전략

결정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때, 세 번째 가설

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설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에 산촌 거주 여부

를 포함하였다. 앞의 두 가지 가설에 대한 모델에서는 보수적으로 SLA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존 변수만을 도입 근거로 하여, 임가경제조사에

는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가 없어 사회적 자본 해당 변수는 설정

하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 가설에서는 SLA 연구에서는 변수로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선행연구(Bourdieu, 1986;

Coleman, 1988; North, 1990; Putnam, 1993; Fukuyama, 1995; Inglehart,

1997; Lin, 2001)에서 제시한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 규범, 공동체의

식, 정보공유의 요건이 산촌이라는 자원이 가지는 특성(민경택, 2017)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여, 산촌을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에 대한 연구 질문

1. 임가특성(SLA: 5자본 + 3전략) 중 어떠한 요인이 임가소득, 임업소

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설에 대한 연구 질문

2. 임가를 성격(정의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그룹별로 임

가특성(SLA: 5자본 + 3전략) 중 어떠한 요인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임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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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임가의 정의(산림청, 2017a) - (1)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

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연간 채취 또는 재

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 연간 임업 종사일

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를 기준으로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3. 임가를 소득수준(4분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소득수준별로 임가

특성(SLA: 5자본 + 3전략) 중 어떠한 요인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소득수

준 구분은 임가소득을 기준으로 1 분위(저소득), 2 분위(중저소득),

3 분위(중고소득), 4 분위(고소득)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4. 임가를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별로 임가특

성(SLA: 5자본 + 3전략) 중 어떠한 요인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

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산촌과 비

산촌지역 구분은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행정구역 상 산촌지역

(전국 109개 시·군·구, 466개 읍·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가설에 대한 연구 질문

5. 임가의 자본특성과 전략(업종, 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전

략 중 어떠한 요인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때, 임가의 자본 특성 중 사회적 자본

에 가구의 산촌 거주 유무를 포함하고, 전략을 업종과 유형 2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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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의의

1) 내용적 측면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임가소득 관련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고객인 임업인에게 임가의 소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 소득을 소득원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임가의 특성에

따라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원의 비중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 소득의 원천이 있을 수 있다. 임가의 종류별 소

득을 결정하는 가구의 자본 및 전략 특성을 파악하여, 임가별 자본 특성

에 맞게 필요한 소득원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

고, 임가 스스로 해당 소득을 올리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있어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이 되는 임가 전체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세

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임가 정의에 기반한 임가의 성격, 임가의 소득수

준, 임가의 산촌 거주 여부에 따른 임가의 자본 및 전략이 임가소득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 분석은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임가의 소득 증

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전략으로 사용된 업종과 임가 유형을 단계별로 나눠 분석함으로써

임가의 자본 특성에 기반한 업종 선택과 임가 유형 선택이 소득원별 소득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임가의 자본특성에 따라

어떤 업종 전략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임가 유형의 결

정과 업종 선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임가의 소득원별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업종과 임가 유형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책결정권자에게 임가 자본특성과 업종, 임가 유

형, 소득원별 소득의 관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가소득 증진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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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적 측면

첫째, 임업과 농업을 대상으로 한 SLA의 연구들은 주로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가구별 보유 자본(capital)을 독립변수로 두고, 생계전략(livelihood

strategies)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구의 자본이 생계전략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에 선행하여, SLA에서 궁극적

인 산출물(output)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본과 생계전

략을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산출물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요인

을 재분류하고 확장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SLA라는 이론적 틀을 다

른 방식으로 활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임가 및 농가 소득 결

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칠 수 있는

후보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농업과 임업에

SLA를 적용한 선행연구 분석으로 탐색의 범위를 넓혀 5가지 자본특성과

3가지 전략 이라는 틀 안에 담을 수 있는 변수들을 재분류·확장하고, 계

량분석과 현장 임업인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계량분석 결과의 내용을

실제 검증하였다.

둘째, 기존의 SLA를 이용해 지속가능한 생계 전략을 선택하거나 혹은

임가소득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를 대상으로

횡단면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국가의 특정 산업에 종사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거

의 없다. 본 연구는 SLA 분석 방법이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국가의 산

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SLA의 연구에 있어 분석의 단위를 통일하여 적용한 점이다. 기

존 SLA의 연구들은 자본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위가 장비(equipment), 도

구(implements), 생산재(productive materials), 고정자본(fixed capitals)과

같이 서로 상이한 수준의 변수들이 적용되고 있었다(Hua et al., 2017;

Pephra, 2015).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의 수준을 통일하여 적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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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분석 결과 해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넷째, 임업과 농업 가구 소득을 다루는 국내외 연구에서는 주로 데이

터에 기반한 양적 분석만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양적 분석에 인터뷰를 통한 실증 해석을 더함으로

써 양적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현실 임업에

서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해석을 참조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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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임가의 소득원별 세부 소득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양한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실증 분석과 검증을 통해 어떠한 요

인들이 임가 소득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을 채택하였다. 혼합연구 방법은 수렴적 설계(convergent

design),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 중재 설계(intervention

design), 사회 정의 설계(social justice design), 다단계 평가 설계

(multistage evaluation desig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reswell,

2015). 본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순차

적으로 수행하는 순차적 양-질 설명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선

택한 이유는 국내 임가 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제한적

인 상황이기 때문에 임가소득 결정요인 탐색과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방법이 1단계에서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임가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양적 분석을 통해

임가소득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3단계에서 질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조로 진행될 것이다.

임가소득 결정요인

분류
→

임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

임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이론연구> <양적 접근> <질적 접근>

문헌연구

- ANOVA, T-test

- Post-Hoc Analysis

- VIF Test

- Correlation Analysis

- Panel Regression Analysis

- Multinomial Logit Analysis

임가 및 전문가

인터뷰

[그림 1-1].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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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우리나라 임업의 현황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임업의 현황을 임가소득, 임가 수, 임

업 생산액, 정부의 임업인 소득 지원 정책의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임가소득

2016년 임가 소득은 33,586천원으로 전년(32,223천원) 대비 4.2% 증가

하였다. 이 가운데 경상소득의 임업소득(6.9%), 임업외소득(1.7%), 이전

소득(8.1%)이 모두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4.9%)은 감소하였다. 임가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임업소득이 33.7%, 임업외소득이 39.7%, 이전소

득이 20.6%, 비경상소득이 6.1%이다[표 2-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16/’15)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가소득 31,058 100.0 32,223 100.0 33,586 100.0 4.2

경상소득 28,843 92.9 30,086 93.4 31,551 93.9 4.9

- 임업소득 9,761 31.4 10,586 32.9 11,314 33.7 6.9

- 임업외소득 13,382 43.1 13,098 40.6 13,318 39.7 1.7

- 이전소득 5,701 18.4 6,401 19.9 6,918 20.6 8.1

비경상소득 2,214 7.1 2,138 6.6 2,034 6.1 -4.9

임업의존도 31.4 - 32.9 - 33.7 - -

[표 2-1]. 임가소득 동향

(단위: 천원, %)

출처: 산림청(2015a; 2016a;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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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업소득은 11,314천원으로 전년(10,586천원)보다 6.9% 증가하

였는데, 이는 임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3.3% 늘어난데 반해, 임업 경영비

는 –0.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임업소득률은 53.3%로 전년대비 1.7%

높아졌다[표 2-2]. 임업총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조경재와 기타 단기소

득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총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

이며 특히, 채취임산물과 목재 판매수입 증가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다. 임업경영비의 감소 원인은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출

이 증가하였지만, 재료비는 투입자재 구입가격 하락으로 비료비, 농약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임가경제조사, 20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5)

금액 증감률

임업소득 9,761 10,586 11,314 728 6.9

임업총수입 18,669 20,530 21,214 684 3.3

임업경영비 8,908 9,944 9,900 -44 -0.4

임업소득률 52.3 51.6 53.3 - 1.7

[표 2-2]. 임업소득 동향

(단위: 천원, %)

출처: 산림청(2015a; 2016a; 2017a)

임업외소득은 13,31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7%가 증가하였는데, 그

구성을 보면 농업수입 등을 포함하는 겸업수입이 2.2%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표 2-3]. 이는 임가들의 임업외소득 증가가 겸업소득(농〮축

산업 등)의 증가보다 사업외소득(근로소득 등)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것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가들이 임업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

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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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5)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임업외소득 13,382 100.0 13,098 100.0 13,318 100.0 220 1.7

- 겸업소득 9,626 71.9 9,050 69.1 8,854 66.5 -196 -2.2

- 사업외소득 3,756 28.1 4,049 30.9 4,465 33.5 416 10.3

[표 2-3]. 임업외소득 동향

(단위: 천원, %)

출처: 산림청(2015a; 2016a; 2017a)

이전소득은 6,918천원으로 전년(6,401천원) 대비 8.1%가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적보조금(임업/농업 보조금 및 연금 등 사회보장수혜)

이 9.3% 증가하였고, 사적보조금(외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지원하는

보조 등)이 3.8%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포

함되는 비경상소득(사고보상금, 퇴직일시금, 경조수입 등)은 2,034천원으

로 전년(2,138천원)에 비해 4.9% 감소하였는데, 특히 경조수입 항목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표 2-4].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5)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이전소득 5,701 100.0 6,401 100.0 6,918 100.0 517 8.1

- 공적보조금 4,062 71.3 4,962 77.5 5,424 78.4 462 9.3

임업관련보조금 206 3.6 274 4.3 285 4.1 11 4.0

기타공적보조금 3,856 67.6 4,688 73.2 5,139 74.3 451 9.6

- 사적보조금 1,639 28.7 1,439 22.5 1,494 21.6 55 3.8

비경상소득 2,214 38.8 2,138 33.4 2,034 100.0 -104 -4.9

[표 2-4].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동향

(단위: 천원, %)

출처: 산림청(2015a; 2016a;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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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와 비교하여 보면 임가의 가구당 소득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다. 2016년 임가소득은 전년보다 6.9% 증가하였지만, 농가의 90.3%, 어

가의 71.3%, 전국가구의 6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이는

임업의 생산활동 여건이 여전히 농업, 어업보다 크게 불리함을 나타낸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임가소득 31,058 32,223 33,585

농가소득 34,950 37,215 37,197

어가소득 41,015 43,895 47,077

전국가구소득 51,628 52,477 52,790

- 임가/농가소득(%) 88.9 86.5 90.3

- 임가/어가소득(%) 75.7 73.4 71.3

- 임가/전국가구소득(%) 60.2 61.4 63.6

[표 2-5]. 임가와 전국, 농가, 어가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

출처: 산림청(2015a; 2016a; 2017a)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임가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되

며, 경상소득은 임업소득, 임업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 이전소득으

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을 종속변수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임가소득의 분포를 보면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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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임가 소득 분포(2016년 기준)

임가소득 분포를 보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본통계량을 보면 평균은 33,583천원, 중위수는 23,304천원, 최소값은 –

103,252천원, 최대값 572,977천원으로 나타났다. 임가소득 분포는 농가와

그 분포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농가는 임가에 비해 최소값은 더

작고, 최대값은 더 큰 특징을 지닌다.

2) 임가 수

2015년「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임가 수는 90,510

가구이며, 2010년(96,108호) 대비 5.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임가 인구

수도 2010년 253,656명에서 14.4%(36,459명)이 감소한 217,197명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4%로 2010년 대비 0.1%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전업임가는 8,504호(9.4%)로 2010년 대비 2.8% 증가

하였고, 겸업임가는 82,006호로 2010년 대비 2.8% 감소하였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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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구성비 2015 구성비 증 감 증감률 (%p)

합계 96.1 100.0 90.5 100.0 -5.6 -5.8

전업임가 6.3 6.6 8.5 9.4 2.2 34.3 2.8

겸업임가 89.8 93.4 82.0 90.6 -7.8 -8.7 -2.8

[표 2-6]. 임가 수 및 전·겸업 임가 변화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15)

임가의 가구 경영주 연령과 가구원 수의 변화를 보면 가구 경영주 연

령이 39세 이하, 40대, 50대 임가 수는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70세 이상 임가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 임가 수는 전

체의 6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고착되어 가는 추세이

다[표 2-7].

합 계 39세이하 40-49 50-59 60-69 70세이상 평균연령

2010
96.1 2.4 12.9 27.3 30.3 23.2

60.9
(100.0) (2.5) (13.4) (28.5) (31.5) (24.1)

2015
90.5 1.1 7.6 24.5 30.1 27.2

64.0
(100.0) (1.2) (8.4) (27.0) (33.3) (30.1)

증감 △5.6 △1.3 △5.3 △2.9 △0.2 4.0 3.1

증감률 △5.8 △54.2 △41.1 △10.4 △0.6 17.3

[표 2-7]. 가구 경영주 연령별 임가 및 평균 연령

(단위: 천 가구, 세, %)

출처: 통계청(2015)

가구별 임가수를 보면 가구원수가 2명 이하인 임가수가 69.1%로 나타

났고, 3명 16.0%, 4명 8.6%, 5명 이상이 6.2% 순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가구원 수는 5년 전과 비교하여 2명 이하에서 8.3% 증가하였으나, 이 외

가구원 수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표 2-8].



- 19 -

구분 합계
가구원수별 임가 평균

가구원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10
96.1 11.4 46.4 17.9 11.0 9.4

2.6
(100.0) (11.9) (48.3) (18.7) (11.4) (9.7)

2015
90.5 13.6 49.0 14.5 7.8 5.6

2.4
(100.0) (15.0) (54.1) (16.0) (8.6) (6.2)

증감 △5.6 2.1 2.6 △3.5 △3.2 △3.7 △3.7

증감률 △5.8 18.8 5.6 △19.3 △28.8 △39.7

[표 2-8]. 가구원 규모의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2015)

한편, 임업의 경영형태로 보면 전체 임가 중 재배임업만을 경영하는

가구가 85.6%로 대부분의 임가들이 임산물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전통적인 임업이라 할 수 있는 육림업과 벌목·양묘업에

종사하는 임가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전체
임가

비재배임업만 경영 비재배 및 재배임업 경영 재배
임업만
경영소계 육림업 벌목

양묘업 채취업 소 계 육림업 벌목
양묘업 채취업

2010
96.1 10.2 2.3 1.0 6.9 4.7 1.1 0.3 3.3 81.2

(100.0) (10.6) (2.4) (1.0) (7.2) (4.9) (1.1) (0.3) (3.5) (84.4)

2015
90.5 8.1 3.7 0.8 3.6 5.0 2.0 0.4 2.6 77.5

(100.0) (8.9) (4.1) (0.9) (3.9) (5.5) (2.2) (0.4) (2.9) (85.6)

증감 △5.6 △2.2 1.4 △0.2 △3.4 0.2 0.9 0.0 △0.7 △3.7

증감률 △5.8 △21.2 58.7 △17.3 △48.6 4.9 84.0 12.4 △21.1 △4.5

[표 2-9]. 경영형태별 임가 구분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15)

재배임업의 품목별로 임가 수를 살펴보면, 떫은 감을 재배하는 가구가

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산나물(24.4%), 약용작물(20.4%), 관상작물

(15.0%), 밤(10.3%), 대추(7.8%), 복분자(5.4%) 순이다[표 2-10].



- 20 -

재배업
임가

산나물 약용
작물

관상
작물

표고
버섯

떫은감 밤 대추
호두,
잣,
은행

복분자

2010
88.1 15.5 13.5 15.8 3.5 27.2 12.4 7.3 3.1 7.0

(100.0) (17.6) (15.3) (17.9) (4.0) (30.9) (14.1) (8.3) (3.5) (8.0)

2015
84.5 20.6 17.3 12.7 3.7 26.3 8.7 6.6 4.2 4.6

(100.0) (24.4) (20.4) (15.0) (4.4) (31.1) (10.3) (7.8) (5.0) (5.4)

증감 △3.6 5.0 3.7 △3.1 0.2 △0.9 △3.7 △0.7 1.1 △2.4

증감률 △4.1 32.4 27.7 △19.8 5.6 △3.3 △29.6 △9.5 35.1 △34.7

[표 2-10]. 재배업 임가 중 품목별 임가 구분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15)

비재배임가의 임업 생산형태를 보면 육림업이 9.8%(8천9백가구)로 가

장 많았고, 채취업이 7.0%(6천3백가구), 벌목·양묘업이 1.9%(1천8백가구)

순이다[표 2-11].

전체 임가 육림업 벌목·양묘업 채취업

2010
96.1 8.5 2.0 10.5

(100.0) (8.9) (2.1) (10.9)

2015
90.5 8.9 1.8 6.3

(100.0) (9.8) (1.9) (7.0)

증 감 △5.6 0.4 △0.2 △4.2

증감률 △5.8 4.3 △12.2 △39.9

[표 2-11]. 비재배업 임가 중 업종별 임가 구분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15)

채취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채취 품목은 송이버섯 채취가구(25.4%)가

가장 많고, 열매류(22.0%), 고사리(20.5%), 산나물(19.9%), 수액류(14.4%),

기타버섯(10.9%), 약용류(10.6%), 취나물(7.6%)순이다. 2010년 대비 송이

버섯(△67.2%), 취나물(△54.5%), 기타버섯(△46.2%) 채취가구가 큰 폭으

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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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업
임가

송이
버섯

기타
버섯 열매류 취나물 고사리

기타
산나물 약용류 수액류

2010
10.5 4.9 1.3 1.4 1.1 2.1 2.0 1.0 1.3

(100.0) (46.4) (12.2) (13.5) (10.1) (19.6) (18.9) (9.1) (12.7)

2015
6.3 1.6 0.7 1.4 0.5 1.3 1.3 0.7 0.9

(100.0) (25.4) (10.9) (22.0) (7.6) (20.5) (19.9) (10.6) (14.4)

증감 △4.2 △3.3 △0.6 △0.0 △0.6 △0.8 △0.7 △0.3 △0.4

증감률 △39.9 △67.2 △46.2 △2.1 △54.5 △37.4 △36.9 △29.8 △31.9

[표 2-12]. 채취업 품목별 임가 구분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15)

3) 임업 생산액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액은 2005년 25조 8,533억원

에서 2016년 32조 6,650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0%에서 2016년 2.2%로 줄어들었다. 한편, 임업의 부가

가치 기준 생산액은 2005년 1조 10억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조 6,870억

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조 810억원에 이르렀다[표 2-13]. 농림어

업의 내역을 비교해보면, 농업과 임업, 어업 모두 생산액에서는 성장하였

지만,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감소, 임업과 어업부문의

증가로 나타난다(한국은행, 2017). 이는 농림어업 성장에서 임업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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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국민총소득
(GNI) 408,014 600,159 864,427 1,174,753 1,568,383 1,639,067

농림
어업

22,829
(5.6)

24,939
(4.2)

25,853
(3.0)

27,832
(2.4)

32,612
(2.3)

32,665
(2.2)

농업 19,924
(87.3)

21,587
(86.6)

22,756
(88.0)

22,942
(82.4)

27,428
(84.1)

27,041
(82.8)

임업
897
(3.9)

1,203
(4.8)

1,001
(3.9)

1,687
(6.1)

2,091
(6.4)

2,081
(6.4)

어업 2,009
(8.8)

2,150
(8.6)

2,097
(8.1)

3,203
(11.5)

3,093
(9.5)

3,542
(10.8)

[표 2-13]. 경제활동별 국민총소득(명목)

(단위: 십억원)

출처: 한국은행(2017)

산림청이 발표하는 2016년도 임산물 총 생산액은 9조 2,032억원이다.

이 가운데 토석의 생산액이 3조 6,619억원(39.8%)으로 가장 많고, 단기임

산물 생산액이 2조 7,664억원(30.1%), 순임목이 2조 1,700억원(23.6%)이

다(산림청, 2017b). 한편, 2015년도 임산물 총 생산액은 8조 3,378억원이

고, 이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2조 8,704억원(34,4%), 토석 2조 7,370억

원(32.8%), 순임목 2조 1,405억원(25.7%)이었고(산림청, 2016b), 2014년도

임산물 총 생산액은 7조 8,159억원이었으며, 이 중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액이 2조 8,985억원(37.1%), 순임목 2조 5,118억원(32.1%), 토석 1조

9,214(24.6%) 순이었다(산림청, 2015b). 최근 3개년 자료를 총 합해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이 8조 6,577억원으로 가장 높고, 토석 8조

3,202억원, 순임목 6조 8,223억원 순이다[표 2-14]. 목재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단기소득임산물(NTFP) 생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

이 현재 우리나라 임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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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생산액 2015 생산액 2016 생산액

(A) 구성비 (B) 구성비 (C) 구성비

합계 78,159 100 83,378 100 92,032 100

토석 19,214 24.6 27,370 32.8 36,619 39.8

순임목 25,118 32.1 21,405 25.7 21,700 23.6

용재 4,842 6.2 4,676 6.2 4,906 5.3

조림 - - 994 1.2 909 1.0

양묘 - - 231 0.3 234 0.2

단
기
소
득
임
산
물

계 28,985 37.1 28,704 34.4 27,664 30.1

조경재 6,379 8.2 7,360 8.8 6,537 7.1

수실류 8,599 11.0 7,246 8.7 7,077 7.7

약용식
물 5,104 6.5 5,622 6.7 5,387 5.9

산나물 3,697 4.7 3,832 4.6 4,060 4.4

버섯류 2,042 2.6 2,441 2.9 2,379 2.6

기 타 3,164 4.1 2,203 2.6 2,224 2.4

[표 2-14]. 3개년(2014∼2016) 임산물 생산액 총괄

출처: 산림청(2015b; 2016b; 2017b)

한편, 주요 OECD국가의 GDP(국내총생산)에 임업이 미치는 총부가가

치(Gross value added)를 보면, 스웨덴 4,972,000 USD(2010년 기준, 총

GDP의 0.9%), 캐나다 4,201,000 USD(2012년 기준, 총 GDP의 0.2%), 독

일 3,440,000 USD(2010년 기준, 총 GDP의 0.1%), 미국 2,659,000

USD(2010년 기준, 총 GDP의 0.02%), 일본은 1,962,000 USD(2011년 기

준 총 GDP의 0.03%), 오스트리아 1,626,000 USD(2012년 기준, 총 GDP

의 0.4%), 한국 1,178,000 USD(2012년 기준, 총 GDP의 0.1%) 이태리

729,000 USD(2012년 기준, 총 GDP의 0.03%)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3; FAO, 2015). OECD 주요국가에서 임업인은 대체로 목재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이고, 본 연구의 대상인 임가는 86.7%가 단기임산물

생산자이므로 임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내총생산

에 임업이 미치는 총부가가치가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오스트리

아의 경우 2017년 기준 임업목재산업은 오스트리아 국가 GDP의 1.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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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이중에서도 0.4% 정도가 임업이고 나머지 1.3%는 목재·제지산

업이다(민경택 등, 2017).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임업

의 GDP는 약 0.12% 이며 목재·제지산업은 0.65%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8).

4) 정부의 임업인 소득 지원 정책

정부의 임업인 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5]와 같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o 정 부 예 산 355.8조원 375.4조원 398.5조원 410.1조원 428.9조원

o 농 림 예 산 18조7,468 19조3,065 19조5,274 19조7,550 19조6,432

o 산 림 예 산 18,651 19,484 20,361 20,612 20,456

- 정부예산대비(%) 0.53 0.52 0.51 0.50 0.50

- 농림예산대비(%) 9.9 10.1 10.4 10.4 10.4

o 임업인 지원예산 908 1,010 1,502 1,736 1,860

- 산림예산대비(%) 4.87 5.18 7.38 8.42 9.09

[표 2-15]. 정부, 농림, 산림, 임업인 지원 예산

(단위: 억원)

출처: 산림청(2018)

정부 예산 대비 산림예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고, 농림 예산 대비 산림예산의 비중 역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산림예

산대비 임업인 지원예산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임업인 소득 지원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임업인 소득 지원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표

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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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7예산
(A)

’17추경
(순증)

’18예산
(B)

증감

(B-A) %

합 계 173,595 - 186,003 12,408 7.1

<국제산림협력관실 소관> 6,677 - 6,677 - -

o 임산물수출촉진(농특) 6,677 - 6,677 - -

- 임산물수출활성화(산림조합→민간) 2,472 - 2,472 - -

- 해외시장개척(aT→민간) 1,535 - 1,535 - -

- 수출기반구축지원(aT→민간) 670 - 670 - -

- 임산물수출특화지역육성(지자체→민간) 2,000 - 2,000 - -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166,818 - 178,476 11,658 7.0

o 묘목생산(일반) 799 - 799 - -

- 묘목생산기반조성(토양개량)(지자체) 39 - 39 - -

- 양묘시설 현대화(지자체→민간) 600 - 600 - -

- 클론생산(지자체) 160 - 160 - -

o 조림(농특) 9,100 - 10,500 1,400 15.4

-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지자체→민간) 9,100 - 10,500 1,400 15.4

o 산림품종보호 채종원관리(일반) 55 - 55 - -

- 품종개발 지원(국가→민간) 55 - 55 - -

o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농특) 5,100 - 5,600 500 9.8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지자체→민간) 5,100 - 5,100 - -

- 목재산업단지 조성(지자체→민간) - - 500 500 순증

o 목재생산·품질관리(일반) 855 - 855 - -

- 긴급벌채 지원(지자체) 855 - 855 - -

o 임업기능인양성(농특) 784 - 924 140 17.9

- 임업기능인 생계보조(민간) 200 - 200 - -

- 임업기능인 교육훈련(민간) 444 - 444 - -

- 산림작업장 안전관리(민간) 140 - 280 140 100.0

o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농특) 61,464 - 54,000 △7,464 △12.1

- 산림경영기반조성 32,244 - 34,700 2,456 7.6

· 숲가꾸기·임도시설 902 - 700 △202 △22.4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31,342 - 34,000 2,658 8.5

- 사립휴양시설 1,920 - 1,400 △520 △27.1

- 산양삼 생산 1,200 - 1,900 700 58.3

- 해외산림자원개발 26,100 - 16,000 △10,100 △38.7

[표 2-16]. 임업인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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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7예산
(A)

’17추경
(순증)

’18예산
(B)

증감

(B-A) %

o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농특) 5,705 - 6,534 829 14.5

o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융자금)(농특) 24,000 - 34,000 10,000 41.7

o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융자금)(농특) - - 10,000 10,000 순증

o 산림경영계획작성(사유림) 573 - 370 △203 △35.4

o 임업인재해복구(농특) 869 - 435 △434 △49.9

o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일반) 491 - 358 △133 △27.1

o 산림경영지도(농특) 662 - 662 - -

- 산림경영모델학교(민간) 140 - 140 - -

- 산학협력 임업기술지원(민간) 400 - 400 - -

- 독림가, 임업후계자 행사지원(민간) 86 - 86 - -

- 산림경영지 발간 지원(민간) 36 - 36 - -

o 청정임산물이용증진(농특) 56,361 - 53,384 △2,977 △5.3

- 생산기반구축 지원(지자체→민간) 30,812 - 30,812 -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19,420 - 19,420 - -

·영세·소규모 임가 생산기반조성(관정, 수확망 등) 6,592 - 6,592 - -

·영세·소규모 임가 친환경 재배관리(비료, 토양개량제) 4,800 - 4,800 - -

- 가공산업육성 지원(지자체→민간) 4,842 - 4,842 - -

·가공산업활성화 2,000 - 2,000 - -

·영세·소규모 임가 상품화 지원(디자인 등 컨설팅) 2,842 - 2,842 - -

- 유통구조개선 지원 11,940 - 13,940 2,000 16.8

·산지종합유통센터(지자체→민간) 3,500 - 3,500 - -

·유통기반조성 지원(지자체→민간) 6,240 - 6,240 - -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지자체→민간) 2,000 - 2,000 - -

·묘목유통단지조성(순천)(지자체) 200 - 2,200 2,000 1,000.0

-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 8,327 - 3,350 △4,977 △59.7

- 소비촉진 및 정보관리 440 - 440 - -

·산양삼 인증 지원(생산이력관리 및검사)(지자체→민간) 240 - 240 - -

·임산물소득소비촉진(민간) 200 - 200 - -

<산림복지국 소관> 150 - 150 - -

o 산림휴양교육활성화(일반) 150 - 150 - -

- 사유휴양림 지원(민간) 150 - 150 - -

<산림보호국 소관> 700 - 700 - -

o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일반) 700 - 700 - -

-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위탁) 700 - 700 - -

출처: 산림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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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지원예산의 비중을 보면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사업이 178,476

백만원(95.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산림협력관실 소관 사

업 6,677백만원(3.59%), 산림보호국 소관 사업 700백만원(0.38%), 산림

복지국 소관 사업 150백만원(0.08%)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지

원사업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추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

사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정·수확망 등의 임

가 생산기반조성, 비료·토양개량제 등의 친환경 재배관리, 상품 포장이나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상품화 지원 사업과 같이 영세·소규모 임가

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임업인 지원 예산

중에서도 14,234백만원(7.65%) 정도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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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가경제조사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대한민국의 임가경제조사 자료로서, 그 변

천 과정은 [표 2-17]과 같다.

구분 내용

1985 임가경제조사 계획 수립

1989 임업통계 개선 발전 중단기 대책 수립: 임가경제조사 추진

1991/1993 임업경제조사 실시(임가경제조사 가능성 조사)

1999 제1회 임업총조사 실시: 임가 모집단 확보(66,300임가)

2001 임가경제조사 500여 임가 시범 실시(6개월간)

2002 임가경제조사 실시(산림조합 조사 담당)

2003/2004 전국 표본 임가 500가구 대상으로 시범조사 실시(외부전문조사업체)

2005 임가경제조사 500여 임가 조사 실시,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 승인(13623호, 2005.4.7.)

2006 2005년 임업총조사 모집단(97,108임가)에서 1,000여개 임가 조사

2007 2005년 임업총조사 모집단(97,108임가)에서 1,100여개 임가 조사

2014 2010년 임업총조사 모집단(122,973임가)에서 1,107개 임가 조사

[표 2-17].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의 변천과정

출처: 이성연(2010), 산림청(2017a)

1985년부터 임가경제조사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져

오다가 현재 데이터 형태의 임가경제조사는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임

가경제조사는 매년 임가경제 지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임가소득 증대 등

임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임가의 소득과 지출, 자본과

부채 등 임업경영 분석지표를 생산하여 임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

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림청, 2017a).

1) 표본 설계

(모집단)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14년~2016년 임가경제조사의 모집단

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2010년 임업총조사에서 조사된 총 96,108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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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가의 정의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다

(산림청, 2017a). - (1)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산주나 임업인이나 모두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을 하는 대상은 산주를 모집단으로 하는 임

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업인들 중 상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가를 충

족시키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한다. 즉, 임가경제조사는 산주를 포함한 모

든 일반 임업인의 임업 경영활동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임가들이 임

업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경제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임가의 경영

특성과 산주의 산림경영 특성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는 임가의

모집단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표본의 할당)은 업종별 할당을 우선으로 한다. 이는 임가의 경제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업종이므로 추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산림청, 2016a). 임가경제조사에서는 전체 17개 업종을 조사하게

되는데, 17개 업종을 세분하면 각 업종별 표본수 부족에 따른 통계 신뢰성

저하 우려로 이를 유사한 업종끼리 그룹화하여 8개 업종으로 재분류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산림청, 2017a)[표 2-18]. 업종별 할당은 최소 30개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에 비례배분을 하는 방법과 임가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할당하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할당 결과에 대한 평균값과

기존 표본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배분한다. 이렇게 하여 업종별 할당된 표

본을 권역별, 규모별로 비례배분하게 된다(산림청, 2017a).

(표본의 추출) 임가경제통계는 층화 2단 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 임가

를 선정한다. 업종별로 할당한 내용을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이용하

여 주요 시도별 표본 읍·면·동을 추출한 후, 추출된 표본 읍·면·동 내에

있는 업종별로 표본임가를 무작위로 선정한다(산림청, 2017a). 층화는 전

국 각 9개 권역에 대해서 업종별 규모(생산액, 면적 등)에 따라 구분 하

며, 1차 추출 단위는 읍·면·동이고, 최종 추출단위는 각 임가이다(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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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a). 업종별 추정치의 안정성을 위해 주요 업종별로 30개의 표본을 우

선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업종별·지역별 표본임가의 분포가

목표 모집단의 구성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산림청, 2017a). 하지

만 표본 구성비와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구성비에서 차이가 유의할 정도

로 크지 않기 때문에 추출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한 표본가중평균으로 모

평균을 추정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보정하였다(산림청, 2017a).

[표 2-18]. 임가경제조사 대상 업종

17개 업종 재분류(8개 업종)

육림업
육림/벌목업

벌목업

송이 채취업
채취업

기타 채취업(수액 채취 포함)

밤나무 밤나무 재배업

떫은감나무 떫은감나무 재배업

호두나무

수실류 재배업
대추나무

잣나무

기타 수실류(복분자, 은행 등)

원목표고버섯 (시설)

버섯 재배업원목표고버섯 (노지)

톱밥배지 표고버섯

조경수
조경재업

분재/야생화

산나물 재배
(더덕,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등)

기타 재배업
약용식물 재배

(오미자, 산양삼, 당귀, 맥문동 등)

출처 : 산림청(2017a), 한국갤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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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조사 및 관리

임가경제조사는 현재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임가의 주

업종 및 재배면적을 파악하는 임업현황조사와 함께 연말 기준 자본, 부

채를 파악하는 원부조사가 11월에 연1회 이뤄지고 있다. 임가에게는 매

일의 수입과 지출 금액을 파악하는 일계부를 작성하게 하는데, 조사원이

매월 2회 방문하여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해당 월 초에 방문하

는 1차 방문에서는 전월 일계부 회수와 작성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당 월 중순에 방문하는 2차 방문에서는 당월 일계부 작성 확인 및 내

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전체 표본 가구에 대해 연 4회 전화모니터

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6회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표본 응답의 질

을 관리하고 있다(한국갤럽, 2018).

3) 임가경제조사의 주요 항목 분류

임가경제조사에서는 임가의 유형을 전업임가, 겸업임가로 구분하고 있

다. 이때 겸업임가는 다시 임업주업과 임업부업으로 나뉜다. 각각의 정의

를 살펴보면 전업임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이며, 겸업임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산림청, 2016a).. 이 중

임업주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많거나 같은 임

가, 임업부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적은 임가를

의미한다(산림청, 2017a). 경제지표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임가경제조

사는 크게 수입과 지출 부분 그리고 이 둘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과 지출 항목을 분류하면 [표 2-19]와 같다. 수입

과 지출 분류 항목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소득에 대한 정의

를 하면 [표 2-20]와 같다. 임가경제에 관한 전수 조사 자료로는 센서스

자료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가 있지만, 이 자료에서는 임가 판

매액은 조사가 되지만 소득은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임가소득 분석에 사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임가경제조사는 완전한 확률표본으로 조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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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아니고, 농림어업총조사처럼 전수 조사 자료도 아니지만, 현재로

서는 모든 형태의 임가소득원을 조사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임가 기준(2010년 임업총조사 기준에 따라 연간 임산

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로 변경)이 적용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의 임가경제조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19]. 임가경제조사의 수입·지출 항목 분류

수입 지출

사
업
수
입

임
업
수
입

목재수입 입목수입, 원목수입

사
업
지
출

임
업
지
출

재료비

조림용 묘목비, 종균비, 종
자 및 종묘비, 임업용 비료
비, 임업용 농약비, 원목가
공용 입목비, 기타재료비

단기소득
임산물

수실류, 버섯류, 조경재,
기타

노무비 남자노임, 여자노임

채취
임산물

송이, 수액/수지, 채취산
나물, 기타

경비

임업전기료, 광열비, 수선비,
소농구구입비, 임차료, 수리
비, 위탁수수료, 부당금, 이자
비용, 임업잡비용, 생산관리
비, 임업용 조세, 기타 경비

임업
잡수입

임업피해보상금,폐임업자
재, 판매대금

판매
및

관리비

임산물 판매 수수료,
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산
림보험료, 기타비용

겸
업
수
입

농·축산·
어업

농업, 축산업, 어업

겸
업
지
출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제조업
임산물 가공업,
기타 제조업

건설업건설업

기타겸업
임업관련서비스업, 임업
외 서비스업, 기타 겸업 기타겸업

사
업
외
수
입

사
업
외
수
입

근로수입
타임업 취업임금, 임업외
취업급료, 상여금

사
업
외
지
출

임업외 취업비용

자본수입
이자배당, 유가증권
임지, 기타 임대료

자본수입 관련비용

이
전
수
입

이
전
수
입

공적
보조금

임업 투자 보조금, 연금,
기타 보조금, 기타 사회
보장수혜

가
계
지
출

소
비

식료품비,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
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의
류 및 신발, 보건, 교육, 교총,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 소비지출사적

보조금
외부 가족으로부터의
보조금

비
소
비

가계부문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경조비, 출타자녀 교육비 송금, 기타
비소비지출

비경상
수입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기타비경상 수입

재산적
수입

자본감소 재산적
지출

자본 증가

부채증가 부채 감소

자본 이전 수입 자본 이전 지출

출처 : 산림청(2017a), 한국갤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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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임가경제조사의 수입·지출을 통한 소득 부문 용어 정의

용어 내용

임가소득 임가 소득을 의미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총액이다.

경상소득 임가순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액이다.

임가순소득 임업소득과 임업외소득을 합산한 총액이다.

임업소득
임업총수입에서 임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임가의
당해연도 임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
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한다.

임업총수입
임가가 당해 연도의 임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 임
산물판매수입, 자가생산물 중 자가소비 평가액, 대식물
증식액, 재고임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임업경영비

임업 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 임업지출현금, 현물
지출 평가액, 대농기구 등 임업용 고정자본의 감가상각
액, 재고임업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때, 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임업경영비에
서 제외한다.

임업외소득 임가가 임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
과 사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겸업소득
임가가 임업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농/축산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겸업수입 등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이다.

사업외소득

사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임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제비용을 차
감한 금액이다.

이전소득 임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
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비경상소득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으로 사고보상금, 퇴직
일시금, 경조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출처 : 산림청(2017a), 한국갤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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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법(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

1) 기원

1980년대 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대두된 이래, 국제 사회에서는 지

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속가능한 발

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구의 생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Morse & McNamara, 2013). 지역 개발 과정에서 지역사

회의 생계가 무너지거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개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상 집단의 생계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한 생계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생계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가구의 생계는 가구가 지닌 자원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외부의

스트레스와 충격을 극복하고 가구의 자본과 능력을 유지, 강화 시켜 나

가는 것이다(Chambers & Conway, 1992; Morse & McNamara, 2013).

1990년대 후반 들어 영국의 국제 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생계에 초점을 둔

개발 기조로서 지속가능한 생계 관점(SLA)을 제시하였고, 곧 각 국의

국제개발협력 기관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개발활동에 적용하였다. 개발활

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빈곤 퇴치인데, SLA는 자칫 모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생계에 적용함으로써 가구의 빈곤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2) 강점과 비판

SLA가 지역 특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추세를 반영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역 단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 목

표가 달성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SL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Horsley et al., 2015). SLA를 이용한 연구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창한 목표가 아닌 지역주민의 생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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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 구성요소들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출 때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SLA를 이용한 연구들은 가

구의 특성, 자원의 이용 행태, 자원의 고갈, 제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생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

다. 생계가 가진 복잡한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생계의 구성 요소와

생계전략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LA가 적용되었다.

특히, SLA에 따른 가구의 특성이 생계전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밝히려

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Babulo et al., 2008; Fang et al., 2014;

Kemkes, 2015; Soltani et al., 2012; Zenteno et al., 2013). SLA는 빈곤

구제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대상 연구에 많이 사용되지

만, 중국(Hua et al., 2017; Liu & Xu, 2016)이나 조지아 (Kemkes, 2015)

등지에서도 소득이 낮은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되었다. 즉,

SLA는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에서 소득이 낮고 자연자원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생계를 이해하는 데 적용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많은 연구자들이 SLA가 농·산촌의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

를 돕는 도구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에 대한 한계도 존재한다.

Carney(2003)는 SLA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가 아닌 정책 결정

권자를 통해 생계 정책이 마련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시장 및 경제의

원리가 표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Scoones(2009)

는 SLA가 현재의 복잡한 농촌 생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

래의 지속가능한 생계 달성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는

SLA가 가진 한계에 대해 1) 미시적 지역 기반 접근에 치중되어 경제적

세계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2) 국가적, 사회적 정책 흐름과 동떨어진 생

계 그 자체로의 접근에 제한되어있고, 3) 기후변화와 같이 생계에 영향

을 미치는 장기적 환경변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4) 현재의 지

역 생계에 대한 이해에서 그칠 뿐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Morse & McNamara(2013) 역시 SLA는 다

양하고 이질적인 분야 및 지역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 내에서

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례 간 비교가 어려우며 생계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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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그 자체를 정량화하거나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과 어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 중 어느 마

을이 더 지속가능하냐는 물음에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SLA는 특정

지역의 생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그치고 있다.

3) 분석 틀의 구성 요소

SLA는 빈곤 구조, 가난한 삶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이

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Ashley & Carney, 1999). 따라서

SLA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틀은 가구의 보유자본을 평가하고 충격이나

제도적 영향에 취약한 정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각 가구의 생계능

력에 대한 분석은 개발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ustainable Livelihood Framework(SLF)라고도 불리는 SLA 분석

틀은 가구자산(household assets), 생계전략(livelihood strategies), 생계

산출물(livelihood outcome)의 세 가지 내부 요소와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s)와 절차(processes)의 두 가지 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구자산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인적 자본(human capital), 물적 자

본(physic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재정적 자본(financial

capital)으로 구분된다. SLA 분석틀에서는 이 각각의 자본들에 대한 가

구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각 자본의 이용 정도에 비추어 그 가구의 생계

전략을 판별한다. 이후, 생계 전략의 실행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는 식량

생산, 현금 수입 또는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물

은 가구의 자본에 대한 재투자에 이용된다. 반면에, 외부 요소로는 가구

의 자본이용과 생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와 제도

적 도구들을 포함한다.

4) 소결

SLA는 각 지역의 생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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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에 따라 살피고자 하는 변수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SLA는 고정된 분석틀이 아니라 연구자나 사업 수행기관이 각자의 방식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대부분의 연구 및 개발사업에서는

SLA의 기본적인 요소인 가구 자본, 생계 전략, 정책 및 제도, 생계의 결

과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하위 요소들은 분류 기준이 비교적 자유롭

다. SLA는 틀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 자원 관리(Tang et al., 2013), 채굴(Horsley et al., 2015), 어업

(Ahmed et al., 2010; Ferrol-Schulte et al., 2013), 관광(Iorio & Corsale,

2010; Shen et al., 2008; Wall & Mathieson, 2006), 농업(Hua et al.,

2017; Peprah, 2015), 융합 분야 (Liu & Xu, 2016; Tesfaye et al., 2011;

Torres et al., 2018) 등 많은 분야에 그 적용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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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가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된 바

있으나,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

다. 임가경제조사를 이용한 일부 연구(김철상, 2007; 장철수, 송성환,

2012)가 있으나 이는 주로 임가의 구조 변화와 특성에 대해 단순한 현황

을 분석한 내용으로, 개별 임가의 특성변수들이 임가 소득에 미치는 영

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해외 임가소득

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목재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s 이하 NTFP하고 한다.)로부터 얻는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임산물 이용자들은 저소득층

에 속하는 산촌 주민인 경우가 많고, 육림·벌목업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

에서의 임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채취

및 재배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임가의 총 소득을 임업소득과

임업외소득으로 구분할 때, 일부 연구는 임업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고, 일부 연구는 임가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임업외소득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1) 임업소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임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임업소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로 Adhikari

et al.(2004)는 네팔의 산촌에서 채취하는 임산물의 형태별로 그 영향요

인을 규명하였는데, 연료목, 사료, 낙엽낙지의 생산 및 채집에 카스트, 교

육, 소득수준, 소유지면적, 가축의 양, 기술력, 노동시간, 거래비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유 자원의 형평성

있는 분배 여부를 살펴보고자 각 임가의 소득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

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소득 수준이 상(rich)인 임가의 임산

물 채집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celwee(2008)는 베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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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사례연구에서 임가의 순소득에 총 가구소득이 긍정적인 영향을,

토지소유면적, 가구주의 연령, 노임, 쌀 생산량, 가축 보유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Kar & Jacobson (2012)은 방글라데시의 임가를

대상으로 NTFP의 자가소비 및 판매량과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임가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도구 및 시설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유한 임가일수록, 구성원의 수가 많

은 임가일수록, 도구 및 시설이 적은 임가일수록 NTFP로 얻는 소득이

많았다. Hegde & Enters (2000)는 인도 남부 지역의 원주민 마을에 거주

하는 임가의 NTFP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하여 성인

가구원수와 성인 남자 가구원 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력이 높은

남자 가구원 수,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임금, 농업소득, 농업외소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avin & Anderson (2007)은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산림자원 이용량을 추정하였

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마을에 오랫동안 있었던 임가일

수록 많은 양의 산림자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Zhu et al. (2017)은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중국 북동부 지역의 산촌에서 거주하는 임업

노동자 가구가 NTFP 생산에 참여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

다. 그 결과 산림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유 자본이 많을수록, 핵심

지역에 근접할수록, 산림토양의 질이 좋을수록,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경

험이 있는 경우 NTFP 활동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업소득과 임가의 총 소득수준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임업 의존도가 높은 산촌 임가의

특성상 임산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임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이다. 한편, 임업외소득이 높아질수록 임업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는 임업 외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클수록 상대적으

로 임업에 대한 생계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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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가소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Fikir et al. (2016)은 에디오피아 남부지역(southeastern Ethiopia)의

임가의 임업 의존도(forest income depende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임업의존도에는 초지 거주, 가구원수, 가축 보유량

이 긍정적 영향을, 가장의 성별, 토지보유면적, 임업외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농업이나 축산업과 같은 임업외의 소득원이 임업

소득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Hegde & Enters (2000)의 연구

에서도 농업소득, 노임, 농외소득이 높은 임가가 임산물 이용량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소득에 대한 연구에서는 농업과 같은 임업외소득

이 임가의 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가의 총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로 Zenteno et al. (2013)

은 볼리비아(Bolivia) 아마존 지역사회의 산림자원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

에서 임가소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요인, 인문학적 요

인, 물리적 요인,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ogarth et al. (2013)은 중국 남부의 임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인

당 임업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하여 소유산림면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소유농지면적 및 연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힌 바 있다. 한편, Dash & Behera (2016)는 인도의 보전지역 근처

산촌의 임가에 대한 연구에서 임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4분위로 나누고

소득원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그룹에서 고소득 그룹으로 갈수록 농업소

득 및 NTFP 소득의 비율이 감소하고, 기타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들을 요약하여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연구지역, 연구방법, 표본 수를 정리하면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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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tudy area Sample
size Methods Dependent 

variable(s) Explanatory variables used(result)

Zhu et al. (2017) North
eastern 
China

128 Household survey, 
logistic regression

NTFP engagement  
(binary)

education(ns) land(ns) dist. Forest(-)   age(ns) total 
income(ns) dist. To road(ns) savings(+) laborers(ns) 
proportion   of laborers(ns) site A(-) soil quality(+) 
slope(ns) NTFP enterprises(ns)   social services(+)

Hegde and Enters 
(2016)

Southern 
India

132 Household survey, 
multiple regression

NWFP income Livestock(ns) adult#(+) men#(+) educated   men(-) FD 
salaries(-) farm wage(-) other income(-)

Fikir, Tadesse and  
Gure (2016)

South
eastern 

Ethiopia

164 Household survey, 
market assessment, field  

observation, multiple 
OLS regression

forest income land(ns) livestock(ns) dist. Forest(-)   sex(ns) age(ns) dist. 
Market(-) household size(ns) other income(-) site(ns)   

access to extension(+)

forest income   
dependence

land(-) livestock (+) dist. Forest(ns)   male(-) age(ns) 
dist. Market(ns) household size(+) other income(-)   

pastoral(+) access to extension(+)

Dash, Behera and 
Rahut (2016)

India 244 Household survey, 
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

Total household   
income

caste(-) education(+) agri-land(-) age(ns)   men#(ns) 
women#(-) core area(+) rich(-)

Zenteno, et al. (2013) Bolivia 239 Household survey, 
correlation analysis

Total household   
income

education(+) dist. Forest(ns) age(+) access   to 
community(-) years of stay(+) household size(+) educated 

men(+) children   out(+) children dead(ns) brazil nut 
yield(+) timber harvest area(ns)

Hogarth, et al. (2013) Southern 
China

240 Household survey, 
multiple regression

Total per capita   
forest income

education(ns) forestland(+) cropland(-)   livestock(ns) farm 
wage(ns) other income(ns) crop yield(ns)

Kar and Jacobson 
(2012)

Bangladesh 216 Household survey and 
qualitative interview,   
bivariate correlation, 
regression-correlation

NTFP income bivariate correlation : edu(ns)   land(ns) dist. forest(ns) 
labor(ns) sex(ns) age(ns) hours firewood(ns) wage   
income(ns) agricultural income(ns) total income(+) 
livestock(ns) dist.   Market(ns) years of stay(ns) 
household size(+) household capital(-) savings(ns)

regression-correlation: land(ns) years of stay(ns)   
household size(+) household capital(+) savings(ns)

Mcelwee (2008) Vietnam 104 Household survey, OLS 
regression

Forest cash   
income

land(-) dist. Forest(ns) age(-) wage(-)   rice production(-) 
total income(+) livestock(-) household size(ns)   

migrant(ns)

Gavin and Anderson 
(2007)

Peruvian 
Amazon

67 Household survey, OLS 
regression

Forest use value   
($/ha/yr)

education(ns) land(ns) livestock(ns)   age(ns) years of 
stay(+) household size(ns) capital(ns) site A(+)   

eco-knowledge(ns)

Adhikari, Falco and 
Lovett (2004)

Nepal 309 Household survey, 
multiple regression

Fuel wood caste(+) edu(-) rich(ns) land(-) distance   to forest(+) 
tech(+) labor (+) transcost(+)

Fodder caste(-) rich(+) livestock(+) labor(+)

Leaf litter caste(-) rich(+) land(+) tech(+) labor(+) transcost (+)

[표 2-21].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정리

※ + 는 양의 영향, -는 음의 영향, ns는 유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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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가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 임가의 83.9%가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업에 종사(산림청, 2016a)하

는 우리나라 임가 경제의 특성상 목재 생산이나 벌목업보다는 단기임산

물 재배업이 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국내 임가소

득 결정 요인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으므로, 임산물 재배

업과 유사한 농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농가소득 분석을 위한 특성들

을 파악하고 임가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을 수립하고자 하

였다. 농업 분야에서 개별농가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

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

구(강혜정과 권오상, 2008; 김태곤, 2012; 박근아와 송경환, 2015; 박준기,

2012; 최재혁과 고석남, 2005; 설영훈과 우장명, 2013; 이은우, 2006)이며,

둘째는 농가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힌 연구

(권오상과 강혜정, 2013; 김태이 등, 2012; 박준기 등, 2005; 안동환,

2004; 정진화와 조현정, 2012; 김규섭과 이성근, 2014)이다. 이들 농가소

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농가단위 소득자료를 조사한「농가

경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임가경제조사」와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의식과 박준기 (2002)는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

에 대한 분석에서, 5분위분배율 분석에 의한 계층간 소득 차이와 영농규

모별 소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최재혁과 고석남 (2005)은 농가 규

모, 농업 경영조직유형, 농가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지대별 입지,

농가 유형(전·겸업)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결정 요

인을 밝혀냈다. 설영훈과 우장명 (2013) 은 전국과 충북의 농가를 대상

으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인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농외소득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농업소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은우 (2006)의 연구에서는 영농형태별로 농가소득에서 차이가 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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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알아보기 위해 농가를 논벼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 그리고 기타농

가(특작, 화훼, 전작, 축산 등)로 구분하여 소득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

과 어느 영농형태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

가 달라졌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경지면적, 농업

용 고정자본, 기타 자본이 농가소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

농형태가 기타인 경우에 소득이 가장 높았다. 김제안과 채종훈 (2009)

의 연구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농가유형별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농가 유형별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농

가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냈다. 권오상과 강혜정 (2013)

은 농가의 개별특성을 영농규모(경지면적), 경영주 특성(성별, 나이, 교육

수준, 가족 수), 영농형태(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농가 유형(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으로 구분

하여 농가소득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김규섭과 이성근 (2014)은 2000

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계열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역별로 농가소득의 불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가구원수, 농업노동시간, 자본,

작물종류, 축산농가비율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정진화와 조현정

(2012)의 연구에서는 농가의 경영주 및 가구원의 교육 연수가 농가소득

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해 회귀 분석하였다.

이처럼, 농가소득 결정 요인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은 대체

로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가구 경영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토지 등 가구가 보유한 자본, 도시에 대한 접근성(거리, 고속도로, 기차),

공공자본 등이며, 국가 혹은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 농기계, 가축 등의

자본, 가구구성원 수, 가구 경영주 신용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

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방법론은 회귀분석이며, 그 중에서도 종속변수

의 값이 확률값인 경우에 적용되는 Tobit이나 Probit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상기 연구들을 요약하여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연구지

역, 연구방법, 표본 수를 정리하면 [표 2-22]와 같다. 기존의 연구들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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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이 중심이 되어 종속변수인 농업소득에 대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영농 형태 등의 제한적인 설명변수만을 이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원별 임가소득인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때, 기존의 변수를 재분류 하고 확장하

여, 임가가 보유한 자본과 채택 전략 등 여러 변수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기존 연구에 대해 가지는 본 논문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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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tudy 
area

Sample
size Methods Dependent 

variable(s) Explanatory variables used

최재혁, 고석남 
(2005)

Korea 2,941 Government survey data, 
multiple regression

Agri. income, sex(ns), age(-), part-time(-), suburban(+), education(+), product(+,-), 
land size(+), livestock amount(+)

non-agri. income sex(-), age(-), part-time(+), suburban(+), education(ns), land size(-), 
livestock amount(-)

설영훈, 우장명 
(2013)

Korea n/a Government survey data, 
multiple regression

Total income Agri. income(+), non-agri. income(+), transfer income(+), irregular 
income(+)

이은우 (2006) Korea 2,962 Government survey data 
Heckman 2-step model

Total income   
(different 
products)

sex, age, education, household size, land size, equipment, other 
capitals (various effects)

김제안, 채종훈 
(2009)

Korea n/a Government survey data, 
multiple regression

Total income Crop income, livestock income, productivity per capita, GNI per 
capita (various effects)

권오상, 강혜정 
(2013)

Korea 2,217*4
(4-year 
panel)

Government survey data, 
fixed-effect panel   

analysis

Total income Agri. household type, production list, land size(+), sex(-), age(+),   
education(+), household size(+)

Agri. income Agri. household type, production list, land size(+), sex(ns), age(ns),  
education(ns), household size(ns)

Non-agri. income Agri. household type, production list, land size(+), sex(+), age(+),   
education(+), household size(+)

김규섭, 이성근 
(2014)

Korea n/a
(9-year 
panel)

Government survey data, 
fixed-effect panel   

analysis

Gini coefficient  
of each 

province

Household size(+), labor hour(-), education(ns),   savings(-), 
debt(ns), land size(ns), product type(various)

정진화, 조현정 
(2012)

Korea 12,410 
(5-year 
panel)

Government survey data, 
combined OLS, panel   

GLS, 3SLS

Total income age(+), sex(-), full-time(-), 토지소유형태(자작지)(ns), 
labor hour(ns), land size(+), equipment(+), livestock(ns)

Agri. income age(+), sex(+), full-time(+), 토지소유형태(자작지)(+), 
labor hour(ns), land size(+), equipment(+), livestock(+)

Non-agri. income age(+), sex(-), full-time(-), 토지소유형태(자작지)(-), 
labor hour(ns), land size(+), equipment(+), livestock(-)

[표 2-22]. 국내 농가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정리

※ + 는 양의 영향, -는 음의 영향, ns는 유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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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임가소득에 SLA를 적용한 선행연구

SLA는 1990년대 후반 빈곤 경감을 위한 개발 사업에서 적용되기 시

작했다. 연구자들은 SLA를 농촌 및 산림 지역과 같은 저소득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다. SLA가 사회 정치적 동태를 반영하거나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Scoones,

2009), SLA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생계의 개념을 보다 다양한 정

치적, 시간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담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Horsley et al., 2015).

SLA는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가 다르게 해석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수정하고 적용해온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 및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가계 자본, 생계 전략, 정책과 제도

및 생계활동의 결과를 포함시켜 SLA의 핵심 기능을 적용해왔다. 농어촌

지역의 빈곤 경감을 위해 수행된 연구는 SLA의 총체적 접근을 적용하

여 생계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생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가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림에 의존하는 공동체는 SLA 연구의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임업의 채취 위주 활동과 저소

득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Babulo et al. (2008)은

지역 임가의 자연적, 인적, 물적, 사회 및 금융 자본이 가구의 소득 및

자원 의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추정했다. Zenteno et al. (2013)은 열대

우림 지역의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생계 요소를 조사

했다. 개별 가구의 차별화된 생계 전략이 차별화된 개발 정도를 가져온

다는 점에서 생계 전략의 의의를 밝혔다. Kemkes (2015)는 조지아의 지

역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유 자원을 통한 수

입과 생계전략은 임업 의존도가 높은 가구에서 소유한 자본의 특성에 따

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Soltani et al. (2012)은 이란의 농

촌 지역에서 생계 전략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가구는 일반적으로 임업, 가축, 농업을 혼합해서 수행하는 전략을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빈곤 경감과 지속가능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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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같은 생계 결과물이 가구 자본과 가구 전략의 선택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Tesfaye et al. (2011)은

임업, 작물 및 가축 사육과 같은 활동이 생계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산림

에 의존하는 가구의 소득과 식량 안보와 같은 결과물이 생계 전략과 유

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SLA를 적용한 연구에서 임가 소득과 관련

하여 구분한 변수를 정리하면 [표 2-23]과 같다.

임가에 대한 SLA 연구는 개별 임가의 보유 자본이 생계전략과 생계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임가의 보유자본과 생계전략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많은 연구가 개도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계수단

의 결과물로서 가구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원의 지속가능성이나 식량

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SLA는 본질적으로 빈곤 감소

를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 대상 임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이해하여 빈

곤 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결과물로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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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Sector Agriculture Forestry Forestry Forestry Forestry

Capital variables

Human Household size, 
household age, 
household sex, 

household education, 
Migration index, 

Female adult ratio

Household size, 
household age, 
household sex, 

household education

Household size, 
household age, Adult 
member, household 

education, 
Conservation training, 
Agricultural training

Household size, Adult 
labor, household age, 
household education

Household size, 
household age, 

household education, 
household sex, 

Married

Natural Land size, Formal 
ownership, Altitude,  

Rainfall, Soil fertility

Plot size, Access to 
grazing land, Distance 

to road

Agri-land size, 
Horti-land size, 

Formal ownership

Area of cropland, 
Distance from town, 

Altitude

Land claimed

Physical Equipment

Livestock value

Implements Equipment

Livestock value

capital value, Large 
livestock, Goats and 

sheep

Vehicles

Financial (none) Loan Loan, Savings (none) Savings, Loans

Social Conservation training

Agricultural training

(none) Membership of 
institutions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none) Living since 1990

Others Market access, Road 
density, Population 

density

- Altitude, Biomass 
availability, Water 

availability, Distance 
to nearst forest, 

Terrain condition, 
Distance to market, 

Distance to facilities, 
Road density, 

Population density

- -

[표 2-23]. SLA 선행 연구 자본 특성별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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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Zenteno et al. (2013) Hua et al. (2017) Liu and Xu (2016) Pephra (2015) Fang et al. (2014)

Sector Forestry Agriculture Regional poverty Agriculture Combined

Capital 
variables

Human

Household size, 
household age, 

household education, 
Household education, 

Children outside, Dead 
children

Labour capacity, 
Household education, 

Healthy member

Labor (composite), 
education, Skills/jobs

Farming years Family size, No. of 
labor force, education

Natural

Brazil nut yield, Brazil 
nut yield 08-09, No. of 

perennial plants, 
Expected felling area

Farmland per capita, 
Farmland cultivated p/c

Farmland area, Water 
resources, Other 

resources

Land size Area of arable land, 
Farmland conversion, 

Homestead area

Physical

　 Livestock value, Fixed 
capitals

Infrastructure, No. and 
quality of housing, 

Livestock and tools, 
Durable goods

Movable property,  
Landed property, 

Machines, Implements

Housing value, 
Productive material, 
Infrastructure, Public 

service

Financial

Hogs, Chicken Cash income($), 
Borrowing($), Access 

to loan($)

Net income (p/c) Savings, Livestock 
value, Non-farm 
business, Money 

lenders, Loan

Savings, Loan, Cash

Social

household living years Assistance available, 
No. of labor exchanges

Economy of close 
relationships, Social 

activities, Chances of 
social supports

Social club, Religious 
society, Credit union, 

Farmer association

Employment channel, 
Capacity of association 

participation

Others 　- -　 -　 -　 -　

[표 2-23]. SLA 선행 연구 자본 특성별 변수 정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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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가는 주로 산간 지방에 분포하며,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빈곤 계층에 속한다. 따라서 개별 임

가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

다. 특히, 사유림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목재 생산이 부진한 이유는 낮은

임업소득 때문이며(김남균, 1992; 서영완, 2001; 장우환과 장철수, 1999),

산림이 방치되어 생장이 불량해지고 공익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NTFP의 생산과 그로부터 얻

는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내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산촌을 보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TFP를 비롯한 임가의 소득구조를 체계적

으로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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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3.1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은 조사자가 단일 연구 혹은 질

의 프로그램에서 질적 접근법과 양적 접근법을 함께 사용하여 자료를 수

집·분석하고, 결과를 통합하고, 해석을 하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Tashakkori & Creswell, 2007).

혼합연구방법의 목적은 질적 접근 방식과 양적 접근 방식 중 하나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연구 및 연구들 간의 강점은 이끌어 내고 약점은 최

소화 하는 것이다(Johnson & Onwuegbuzie, 2004). 혼합연구방법에는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순차적 양-질 설명 방법

(Explanatory-Sequential design: 이하 ESD라고 한다.)(Creswell et al., 2003)과

수렴적 설계 방법(Convergent-parallel design: 이하 CPD라고 한다.)(Morse,

1991)이 있다.

ESD는 초기에 양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가설을 사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Creswell et al., 2003). 이 디자인의 첫 번째는 연구 질

문을 중심으로 우선 정량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시작으로 한다. 두

번째는 질적 단계로 첫 번째 단계의 결과로부터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한다. 연구자는 질적 접근 결과가 초기 양적 결과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해석한다. 이 디자인은 연구자가 정량적 결과를

기반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이후 질적 연구를 통해 그룹에 대한 세부 분

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양적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양적 결과 판별 ▶

질적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해석

[그림 3-1]. 순차적 설명 양-질 설명 분석(ESD)

(출처: Creswell & Plano Clark, 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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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PD는 연구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상이하지만 보완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Morse, 1991). 이

설계법은 연구자가 양적 및 질적 분석에 있어 순서 없이 독립적으로 진

행하며, 전체 해석 중 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하는 방식이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이러한 설계의 목적은 양적 분석의 장점과 질적분석

의 장점은 동시에 살리고, 겹치지 않는 단점은 질적분석의 단점과 함께

모아서 해석하기 위함이다.

양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통합 비교 ▶ 해석

질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그림 3-2]. 수렴적 설계(Convergent-parallel design)

(출처: Creswell & Plano Clark, 2011 재구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대한민국 임가의 종류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탐색적 성향이 강한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축된 패널데이터를 통한 양적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해석의 깊이를 고도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ESD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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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변수의 선정

변수설정을 위해 [그림 3-3]과 같이 단계별 모식도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림 3-3]. 변수 선정을 위한 단계별 모식도

첫째, 국외연구에서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요인과 국내

연구에서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요인을 합집합으로 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국외 연구들 중 농림업에 SLA를 적용한 연구에서 5가

지 자본특성에 따라 구분된 변수를 서로 매칭하였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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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LA 자본특성 분류에 기반한 국내외 임가·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구분

둘째, 국외연구들 중 농림업에 SLA를 적용한 연구와 국내·외 임가·농

가소득 결정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5가지 자본 특성을 기준으로 일

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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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지속가능한 생계자본 변수 선정 과정

셋째, 국내외 임가·농가 소득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지만, SLA

를 적용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자본 변수에는 없는 변수를 별도로 구분

하고, 이 중 SLA에서 서술하고 있는 전략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별도로

지속가능한 생계 전략 변수로 분류하였다[그림 3-6].



- 56 -

[그림 3-6]. 지속가능한 생계전략 변수 선정 과정

상기의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본 연구의 최종 변수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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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출처

5가지

지속가능한

생계자본

인적 자본

(Human Capital)

가구원수

(household size)

Zhu et al., 2017; Fikir et al., 2016; Zenteno et al., 2013;

Kar & Jacobson., 2012; Mcelwee, 2008; Gavin &

Anderson, 2007;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Fang et al., 2014; 이은우, 2006; 권

오상과 강혜정, 2013; 김규섭과 이성근, 2014

가구주 성별

(household sex)

Fikir et al., 2016; Kar & Jacobson, 2012;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최재혁과 고석남, 2005; 이은우 2006; 정진화와 조현정,

2012

가구주 연령

(household age)

Zhu et al., 2017; Fikir et al., 2016; Dash & Behera..,

2016; Zenteno et al., 2013; Kar & Jacobson., 2012;

Mcelwee, 2008; Gavin & Anderson, 2007; 최재혁과 고석

남, 2005; 이은우 2006; 권오상과 강혜정, 2013; 정진화와

조현정, 2013;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가구주 교육수준 Zhu et al., 2017; Dash & Behera.., 2016; Zenteno et al.,

[표 3-1]. 본 연구에 선정된 최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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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출처

(household education)

2013; Hogarth et al., 2013; Kar & Jacobson, 2012; Gavin

& Anderson, 2007; Adhikari et al., 2004;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Fang et

al., 2014; Liu & Xu, 2016; Hua et al., 2017; 최재혁과 고

석남, 2005; 이은우, 2006; 정진화와 조현정, 2012; 권오상

과 강혜정, 2013; 김규섭과 이성근, 2014

노동시간

(labor capacity)

Tesfaye et al., 2011; Fang et al., 2014; Liu & Xu, 2016;

Hua et al., 2017; 정진화와 조현정, 2012

물리 자본

(Physical

Capital)

고정자본

(fixed capitals)

Mcelwee, 2008; Gavin and Anderson, 2007; Adhikari et

al., 2004; 최재혁과 고석남, 2005; 이은우, 2006

재정 자본

(Financial

Capital)

당좌자본(savings),

부채(loan, borrowing)

Zhu et al., 2017; Soltani et al., 2012; Kemkes, 2015; Hua

et al., 2017; Pephra, 2015; Fang et al., 2014; 김규섭과 이

성근, 2014

자연 자본

(Natural

Capital)

임지면적(forest land size),

경지면적(cultivated land size)

Fikir et al., 2016; Dash & Behera, 2016; Zenteno et al.,

2013; Hogarth, et al., 2013; Mcelwee, 2008; Gavin &

Anderson, 2007; Adhikari et al., 2004;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Hu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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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출처

2017; Liu & Xu, 2016; Pephra, 2015; Fang et al., 2014;

최재혁과 고석남, 2005; 이은우, 2006; 권오상과 강혜정,

2013; 김규섭과 이성근, 2014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해당변수 없음 _

3가지

지속가능한

생계전략

업종

(Business

Category)

육림/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재배업, 떫은감나무 재배업,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배업, 기타재배업

Zenteno et al., 2013;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최재혁과 고석

남, 2005; 김제안과 채종훈, 2009; 권오상과 강혜정, 2013

임가 유형

(Forestry

Type)

전업, 겸업[임업주업]

겸업[임업부업]

최재혁과 고석남, 2005; 설영훈과 우장명, 2013; 권오상과

강혜정, 2013; 정진화와 조현정, 2012

지역

(Region)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Zhu et al., 2017; 권오상과 강혜정, 2013; 김규섭과 이성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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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본(Human Capital) - 자본 유형 1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노동시

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등 유용한 능력(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중요한 채널이다(정진화·조현정, 2013). SLA를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노동

력이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공통 변수로 사용(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Hua et al., 2017; Liu & Xu, 2016; Pephra, 2015;

Fang et al., 2014)되었다. 이 외의 변수 중에서도 이주지수(migration

index), 성인 여성 비율(female adult ratio)을 인적자본에 포함한 연구

(Jansen et al., 2006), 보전 교육 여부(conservation training), 농업 교육

여부(agricultural training)를 포함한 연구(Soltani et al., 2012), 결혼여부

(married)를 포함한 연구(Kemkes, 2015), 지역 외 거주 자녀 수(children

outside)를 포함한 연구(Zenteno et al., 201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제외하고,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적

자본에 적용된 변수들을 차용하여 5개의 변수 즉, 가구원 수, 가구주 성

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노동력을 인적자본의 변수로 사용하

였다.

2)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 자본 유형 2

선행연구에서 물리적 자본에 사용된 변수는 주로 생산에 필요한 고정

자본 혹은 고정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Soltani et al., 2012; Tesfaye et al., 2011;

Kemkes, 2015; Zenteno et al., 2013; Hua et al., 2017; Liu & Xu, 2016;

Pephra, 2015; Fang et al., 2014). 주로 시설 장비(equipment)(Jansen et

al., 2006; Soltani et al., 2012), 소유 가축의 가치(livestock value)(Hua

et al., 2017; Jansen et al., 2006; Soltani et al., 2012)가 사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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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infrastructure), 창고의 수 및 상태(number and quality of

housing), 가축과 장비의 수량(livestock and tools), 내구재(durable

goods)(Liu & Xu, 2016), 동산(movable property)과 부동산(landed

property), 기계 장비(machines)(Pephra, 2015), 생산재(productive

material), 집의 가치(housing value), 인프라(infrastructure), 공공 서비스

정도(public service) (Fang et al., 2014)의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들 개별 변수들을 포괄하는 고정자본(fixed capitals)이 변수로 사

용된 연구(Hua et al., 2017)도 있었다. 임가 경제조사에서 고정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는 토지, 기계·기구·비품, 시설물, 대소동물, 표고자목, 대식

물에 해당한다. 이들의 연초 평가액을 합산한 것을 고정 자본으로 정의

하고 있다. 고정 자본에 해당하는 개별 변수를 각각 사용하기에는 임가

경제조사의 패널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고, 재무적 자본(Financial

Capital)에 사용될 변수와 준위를 맞추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자

본에 해당하는 변수로 Hua et al.(2017)이 연구에 활용한 고정자본을 선

정하였다.

3) 재무적 자본(Financial Capital) - 자본 유형 3

재무적 자본 관련해서는 예금(savings)과 부채(loan)가 사용된 연구

(Soltani et al., 2012; Fang et al., 2014; Kemkes, 2015; Pephra, 2015)가

다수였고, 부채만을 사용한 연구(Babulo et al., 2008), 현금 수입(Cash

income), 부채(borrowing), 부채 접근 용이성(access to loan)을 사용한

연구(Hua et al., 2017), 순수입(net income)을 사용한 연구(Liu and Xu.,

2016), 가축의 가치(livestock value), 농업외소득(non-farm business

income), 현금 차입(money lenders)을 사용한 연구(Pephra, 2015)가 있었

다. 임가 경제조사의 당좌자본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예금, 유가증권, 현

금, 보험금, 계 금액, 미수금, 선급금, 빌려준 돈이 당좌자본으로 그룹화

되고, 차입금, 미불금, 선수금이 부채로 그룹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의 수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자본으로 사용되는 변수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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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예금과 부채

에 해당하는 당좌자본과 부채를 재무적 자본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4)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 자본 유형 4

Land size(Jansen et al., 2006; Pephra, 2015), Plot size(Babulo et al.,

2008), Agri-land size(Soltani et al., 2012), Area of cropland(Tesfaye et

al., 2011), Land claimed(Kemkes, 2015) 등 표현은 다르지만 자연적 자

본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공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대상

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임업 생산이론인 이윤 극대화 결정론

(Profit-maximizing decision)에 필요한 투입 요소가 토지라는 점과도 일

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생산물(Brazil nut)의 생산면

적, 다년생 식물의 수(number of perennial plants), 예상 벌채 면적

(expected felling area)을 변수로 설정한 연구(Zenteno et al., 2013), 수

자원(water resources)(Liu & Xu, 2016), 법적인 소유권(formal

ownership)(Soltani et al., 2012), 도로와의 거리(distance to

road)(Babulo et al., 2008), 시내와의 거리(distance from town)(Tesfaye

et al., 2011), 토지 비옥도(soil fertility), 강우량(rainfall)(Jansen et al.,

2006), 고도(altitude)(Jansen et al., 2006; Tesfaye et al., 2011) 등 다양

한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토지 면적(land size) 변수를 선정하여, 임지면적과 경작지

면적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우량, 고도와 같이 기후와 관련된 자

연 요인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가경제조사 데

이터가 임가의 임산물을 수확하고자 하는 의지 즉, 자연적 조건 보다 사

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생산량)를 반영한 통계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에 기후와 같은 자연 변수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 생각했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임가가 생산물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적인 요인보다 생산물의 전년도 가격, 올해의 생산량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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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가구 경제에 체감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한 것이 더 많다.

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자본 유형 5

SLA의 5가지 자본 중에서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들마다 사용한 변수

들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은 그 실체가 분명한 개

념이 아니며(Portes, 1998), 학자에 따라 정의하는 내용도 서로 상이하다

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North, 1990;

Putnam, 1993; Fukuyama, 1995; Inglehart, 1997; Lin, 2001). 사회적 자

본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조직의 특

징(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과 관련되며,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이익을 위

해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기반하여, Zenteno et

al.(2013)은 가구 경영주의 지역 거주연수(household living years)를 해

당 변수로 설정하였고, Hua et al.(2017)은 지원 가능성(assistance

available), 품앗이 가능 인력(number of labor exchanges)을 해당 변수

로 사용하였다. Liu & Xu(2016)은 긴밀한 관계의 경제성(economy of

close relationships),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ies), 사회적 지원 기회

(chances of social supports)를 사용하였고, Pephra(2015)는 사교 모임

(social club), 종교 단체(religious society), 신용 조합(credit union), 영농

조합 가입(farmer association)을 사용하였고, Fang et al.(2014)은 고용

채널(employment channel), 협회 참여 정도(capacity of association

participation)를 사용하였다. Jansen et al.(2006)은 보전 교육

(conservation training), 농업 교육(agricultural training)을 해당 변수로

활용하였고, Soltani et al.(2012)은 기관 가입(membership of

institutions), 기관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institutions)을 활용하였으

며, Kemkes(2015)는 거주연수(living since 1990)를 변수로 사용하는 등

연구에 따라 변수의 성격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가 소

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영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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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가입과 기관 가입, 기관과의 협력, 거주연수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가 경제 조사에는 이를

조사한 데이터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는

사용하지 않았다. SLA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생계

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구분함에 있어 5가지 자본을 구분하지만, 해

당하는 변수가 없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Jansen et al., 2006; Babulo et al., 2008; Tesfaye et al., 2011; Zenteno

et al., 2013). Babulo et al.(2008)과 Tesfaye et al.(2011)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Zenteno et al.(2013)에서는 물

리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Jansen et

al.(2006)과 Tesfay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재정 자본에 해당하는 변

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SLA의 선행연구에서 산촌 여부라는 지역적 변수를 사회적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5절의 추가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산

촌 여부를 사회적 자본으로 사용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촌 지

역은 비산촌 지역에 비해 Kay(2006)가 사회적 자본의 창구로 제시한 신

뢰, 네트워크, 상호호혜, 규범, 공동체의식, 정보공유가 긴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산촌의 임가는 생계를 위해

숲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어 전통문화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

이다(민경택, 2017). 따라서 산촌 지역의 임가들이 전통지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나 규범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산촌 여부를 사회적 자본의 대리 변수로 설

정하고, 본 모형 외에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6) 업종 선택(Business Category) - 전략 유형 1

업종 선택은 SLA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에 해당하는 변

수 중 하나다. Jansen et al.(2006)에서는 가구의 주력 업종을 기초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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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grains), 가축 생산자(livestock producer), 커피 생산자(coffee

producer) 등으로 구분하였고, Zenteno et al.(2013)은 브라질 넛(brazil

nut), 사냥(hunting), 브라질 넛과 목재생산(brazil nut & timber), 멀티태

스킹(multitasking)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개의 세부 업종

들을 8개로 그룹핑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업종은 육림/벌목업

(silviculture/logging), 채취업(gathering), 밤나무 재배업(chestnut tree),

떫은감나무 재배업(astringent persimmon tree), 수실류(nut tree[밤나무

재배업, 떫은감나무 재배업 제외]), 버섯 재배업(mushroom cultivation),

조경재업(landscape material), 기타재배업(others cultivation)이다.

7) 임가 형태(Forestry Household Type) - 전략 유형 2

이 변수는 국외의 임가 상황과 다르게 국내 임가의 특수한 상황이 반

영된 변수이다. 임가경제조사에서는 임가를 구분할 때 전업임가와 겸업

임가를 구분하고, 겸업임가는 다시 임업주업과 임업부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업임가의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이며, 겸업임가 중 임업 주업은 영리를 목적

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면서, 임

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많거나 같은 임가이며, 임업 부업은 임업소

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적은 임가를 의미한다(산림청, 2016a). 국내 농

업 가구 소득 결정 요인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전업/부업이 포함

되어 있다(최재혁·고석남, 2005; 정진화·조현정, 2012; 권오상·강혜정,

2013). 임업인 인터뷰 결과, 소득과 판매방식에 따라 임업주업과 임업부

업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경산에서 대추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임가의 경우, 처음에는 임업부업

을 하다가, 건대추와 생대추를 판매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소득이 올라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임업 경영 형태를 임업 주업으로 변경하였다. 대

다수의 임가들이 경영 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임업 경영 형태를 전업,

임업 주업, 임업 부업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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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각보다 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다. 경산은 대추, 포도,

복숭아가 주 산지인데, 대부분 대추 매출이 복숭아나 포도보다 못하다.

과수들은 판매 방식이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판매가 용이하다. 판매 단가도 대추보다 1.5배 높다. 반면, 대

추는 대부분 수집상인들이 사간다. 이런 경우 임업인들 대부분은 대추를

가지고 소득원이 높지 않기 때문에 판매 방식이나 거래 방식을 스스로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편하게 판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위

다른 작물들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보고, 주 업종이 일 많고 돈이 안

되네 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쉽게 바꾼다. 30년 된 대추 나

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톱으로 날려버리고 화목 보일러에 사용하실

분들이 무료로 베어간다. 이후 굴삭기로 밭을 가는데 하루 만에 600평

정도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해 갈아 엎는다. 이후, 평탄 작업을 해서 다

음 해 봄에 심는다. 국내 농가소득 선행연구와 임업인 인터뷰에 기반하

여 본 연구에서는 전업, 임업 주업, 임업 부업과 같은 임가 형태를 임가

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정하

였다.

8) 지역기반(Region) - 전략 유형 3

Zhu et al.(2017)은 지역적 요인은 NTFP 경영과 관련해 임가의 투자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연구에

서도 김규섭·이성근(2014)은 도별로 농업소득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하였고, 정진화·조현정(2013)은 교육수준이 농업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 더미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한편,

임산물의 경우 업종 선택과는 달리 행정 구역상의 지역기반이 임가소득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임산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생산

및 출하시기가 다르고, 시기의 주기 또한 일주일 단위로 농산물보다 짧

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생산 및 출하시기는 임산물 가격 변동

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임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령,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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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경우 남해에서 가장 먼저 생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해 지역의

고사리 재배 임가는 이른 시기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타 지역에서도

고사리가 생산되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이른 시기에 생산되는

남해 지역의 고사리는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고, 이후 타 지역에서 생산

되는 고사리 재배 임가는 이 지역 거주 임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을 올린다. 다른 예로 떫은감나무 재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특정 임

가가 동일하게 떫은감나무 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정 했을 때, 업종

전략과 무관하게 영동지역으로 가면 홍시를 생산하게 되고, 산청 지역으

로 가면 곶감을 주로 생산하게 되는데, 홍시는 짧은 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리기에 적절한 반면, 곶감은 소득을 올리는 시기를 길게 가지고 가되,

중간 소득을 올리는데 적절하다. 또한, 해당 지역기반은 행정과 인프라

자원의 차이를 나타낸다. 지리적 표시 임산물과 같이 지역에 따라 특화

된 임산물이 있고, 지자체에서 임업을 장려하는 수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자에게 이런 지역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자원 차이를 유추하여 그 상황에 맞게 임업의 형

태를 달리 하는 것도 임가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변수를 전략에 포

함시켰다.

9) 소결

5가지 Capital에 속하는 변수를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Hua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가축의 가치를 고정자본으로 분류하고 있

었고, Pephra(2015)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축의 가치를 재무적 자본으

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특정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Zenteno et al., 2013). 즉, SLA에서 중요한 것은 변수들을 그룹화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별 변수들이 분석하려는 대상 혹은 사회에서 미치는 영

향 정도이다. 이를 5가지 자본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변수별로 이를 보다 깊이 있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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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 때문이다. SLA는 특정 지역과 사회를 대상으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자원들이 의미 있

는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용이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SLA의

이론적 모형을 대한민국 임가에 적용시켜 봤다.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영 전략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하는 프레임워크로 마이클포터의 The Single Diamond model(porter,

1990; porter, 1998)을 기초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The Nine Factor

모형(Cho & Moon, 2000), The Double Diamond model(Dunning, 2003),

The Dual Double Diamond model(Cho et al, 2008)로 그 모형들을 진

화·발전시키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적 모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해당 모형 사용의 범위를 넓히고, 풍부한 해석과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타 분야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에 수행되던 SLA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LA의 내부 요소 모델을 재분류·확장 하여, 5 자본과 3 전략 구조를 만

들고, 대한민국 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는 대한민

국 임가의 개별 사례에 대해 지속가능한 생계유지를 위한 자본 및 전략

별로 구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지속가능한 가구 소득증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모델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본과 전

략을 독립변수로 놓고, 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임가의 SLA 수정 확

장 모델’[그림 3-7], 둘째는 SLA 수정 확장 모델에서 그룹화 변수를 추

가시켜 대상을 세분화한 ‘그룹화된 임가의 SLA 수정 확장 모델’[그림

3-8], 셋째는 최초 설정한 SLA 수정 확장 모델 대신, 전통적인 SLA 모

형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산촌 여부를 넣고, 단계별로

가구의 보유 자본이 가구가 전략으로 선택하는 업종이나 임가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전략이 소득원별 소득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는

‘사회적 자본에 산촌이 포함된 임가의 SLA 모델’[그림 3-9], [그림 3-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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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와 둘째 모델은 국내·외 농·임가 소득 결정 요인 및 SLA와 관련

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기준으로 적용한 모델이고, 세 번째 모

델은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산촌이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략으로 포함한

행정구역의 지리 변수 대신 산촌을 가구의 사회적 자본에 포함하여 적용

한 모델이다. 이때 3-1 모델[그림 3-9]은 전략의 순서에 상관없이 적용

한 모형이고, 3-2 모델[그림 3-10]은 전략의 선택에도 순서가 있다는 가

정 하에, 임가가 전략으로 업종을 먼저 선택 후 임업의 전업, 겸업의 임

가 유형을 선택한다고 설정한 모형이다. 셋째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본고의 4.5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3-7]. 임가의 SLA 수정 확장 모델 : 5자본+3전략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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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그룹화된 임가의 SLA 수정 확장 모델 : 5자본+3전략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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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사회적자본에산촌이포함된임가의SLA 모델 #1 : 5자본+2전략

(모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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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사회적 자본에 산촌이 포함된 임가의 SLA 모델 #2 : 5자본+2전략

(모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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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양적 분석 (Quantitative phase)

본 연구에서의 양적 분석은 크게 6단계로 이뤄진다. 첫째는 임가의 자

본과 전략의 독립변수에 따른 임가소득(FOI), 임업소득(FMI), 임업외소

득(EFMI), 이전소득(TI)간 차이분석을 위해 수행한 ANOVA 분석, 둘째

는 ANOV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이가 어떤 변수에 기인한 건지 확인

하기 위해 수행한 Post-Hoc 분석, 셋째는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수행한 VIF 분석, 넷째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높은 상관성 의심이 제기되어 수행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

관 분석, 다섯째는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임가가 보유한 자본특성과 업종, 임가유

형 전략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다항로짓분석이다. 양적분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서술하였다.

3.1.3 질적분석 (Qualititative phase)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거

나 시도하면서 자연 상황에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Denzin & Lincoln, 2005). 질적연구는 특정집단이나 인구집단을 연구하

려 하거나 쉽게 측정될 수 없는 변수들을 확인하거나 침묵 속에 있는 목

소리들을 들으려 할 때 필요하며,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문헌에서 읽어 온 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이야기들을 말하도록 허용

함으로써 특정 이슈나 현상에 대해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

다(Creswell, 2013). 이론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의 참여자들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내용과 요소를 도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수립에 초석

이 된다(Huggins, 1992). 본 연구에서는 Maxwell (2005)이 질적 연구프

로포절을 위해 제시한 아홉 가지의 논점1)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1)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주제, 별로 아는 바가 없는 주제, 질적 연구 목적

대상이 명확한 것, 자료수집에 있어 현장이 필요한 것, 연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 가능한 현장, 분석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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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였다.

1)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질적 연구설계 방법에 대해 합의된 구조는 없다(Creswell, 2013). 질적분

석 중 내러티브 연구가 한 개인 혹은 몇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보

고하는 것이라면,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

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분석 방식이다(Creswell,

2013).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

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여 제시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연구자는

특정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데이터를 모으고, 다수의 사람들이 겪

은 경험의 본질에 대해 복합적인 기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

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로 구성된다(Moustakas, 1994). 본 연구에

서 수행한 현상학적 분석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량 분

석 결과를 소득원별(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로 분류하

여 제시하고, 소득원별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경험상 왜 이런 결과

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인터뷰 하였다. 둘째, 인터뷰 시 수행한 녹음과

메모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자의 언어로 재정리 하였다. 셋째,

수집한 질적 데이터에 대해 조사 대상 표본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비춰봤

을 때 이러한 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상호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상호성

검증을 통해 유사한 현상이라고 나타난 내용들을 서로 연결하고 관련성

있는 것들끼리 정리하였다. 다섯째, 임가의 소득원을 주제로 하여 주제별

로 도출된 공통된 소득 결정요인과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은 다양한 정보

원, 그 정보들의 교차 확인, 사례에 대한 풍부하고 깊은 설명, 불확실한 증

거의 검토,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조언 등의 장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Creswell & Plano Clark, 2011).

지는 문제, 진실성의 검증이 가능한 것,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사

전조사 결과들이 연구의 실행가능성과 가치를 지지하는 것



- 75 -

2) 분석 틀(Analysis Framework)

질적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분석틀이 요구된

다. 이러한 분석틀은 수집된 질적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유기적으로 변화

하고 변형될 수 있다. 본 분석에서의 분석틀을 나타내면 [표 3-2]과 같다.

구분 5가지 지속가능한 자본 3가지 전략

요인

(Factors)

- 가구원수(household size)

- 가구경영주 성별

(household sex)

- 가구경영주 연령

(household age)

- 가구경영주 교육수준

(household education)

- 노동시간(Labor Capacity)

- 고정자본(Fixed capitals)

- 예금(Savings)

- 부채(Loan[Borrowing])

- 임지규모(Forest Land size)

- 경지면적(Cultivated Land size)

- 임업 업종(Business Categoty)

- 임가 유형(Forestry Type)

- 지역(Region)

분석초점

(Analytic

Focus)

- 임가 전체 대상 및 임가 세분화 대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임가

소득(FOI) 결정요인과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유

- 임가 전체 대상 및 임가 세분화 대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임업소

득(FMI) 결정요인과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유

- 임가 전체 대상 및 임가 세분화 대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임업

외소득(EFMI) 결정요인과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유

- 임가 전체 대상 및 임가 세분화 대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전

소득(TI) 결정요인과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유

[표 3-2]. 분석 틀(Analys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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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Data Collection)

연구의 질적데이터는 양적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데이

터에 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원천으로부

터 수집되어야 한다(Creswell, 2005).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발생한

현상이나 행동을 해석할 때 참여자에 대한 최적의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Walsham, 1995). 인터뷰는 사례 연구 정보 획득에 있어 필수적인

방법이다(Yin, 1994).

본 연구에서도 양적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관련자들

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뷰어의 선정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설명 변수를 가장 제일 잘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질

적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반드시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을 필요는 없으

며, 인터뷰어랑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임가소득 주제에 대해 잘 이야

기 해줄 수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하는 대상이면 된다(Creswell, 2013).

한편, 질적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수년간 논쟁의 주제였다(Creswell,

2015). 질적연구의 전통적인 입장은 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표본 크기에 대한 제안들을 설계를 다루는 연구방법론에서는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1∼2명의 연구대상을, 현상학에서는 3∼10명, 근거 이론 연구

에서는 20∼30명을, 민족지학 연구에서는 단일한 문화를 공유한 집단을,

사례연구조사에서는 4∼5개의 사례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reswell, 2013).

본 연구에서 인터뷰대상이 되는 포커스 그룹은 임가경제조사의 표본이

되는 임가 중 양적 분석 결과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가

구 경영주(임업인A, 임업인B)와 표본에서 제외되었지만 모집단에 해당하

는 임가 경영주(임업인C)와 임가경제조사 분야 전문가(A,B,C) 등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6명의 인터뷰어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

(open-ended questions)을 통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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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포커스 그룹 정보

대상 정보

임업인 A 경북 거주, 18년 경력, 겸업부업, 대추(1ha), 복숭아(1.5ha)

임업인 B 충남 거주, 20년 경력, 겸업주업, 밤(6.6ha)

임업인 C 경기 거주, 15년 경력, 겸업주업, 약용식물(11ha), 육림/벌목업(5ha)

전문가 A 공공기관 임가경제조사 통계 구축 담당자(경력 5년)

전문가 B 임가경제조사 전문 기관(한국갤럽) 담당자(경력 7년)

전문가 C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경력 10년)

각각의 인터뷰어들을 대상으로 2회에서 3회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 하

였고, 보완점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질문내용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인 5가지 자본(5SLA)과 3가지 전략(3LS)의 세

부 대상별로 도출한 분석결과와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를 중

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분석틀을 가지고 임가경영주 3명,

임가경제조사 전문가 3명 총 6명을 대상으로 6차례 이상 임가 현장 방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표 3-4]. 인터뷰에 사용한 자료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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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대상 인터뷰 내용

2017.6.15.(목)

- 6.16.(금)

- 임업인 A

- 임업인 B

- 임업인 C

- 5가지 자본과 3가지 전략에 대한 상황 파악

- 선정 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 파악

2017.7.27.(목)

- 7.28.(금)

- 임업인 A

- 임업인 B

- 임업인 C

- 전문가 A

-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조회

- 소득원별 주요 논의점 도출

2017.8.24.(목)

- 8.25.(금)

- 임업인 A

- 임업인 B

- 전문가 B

- 정리된 주요 논의점에 대한 의견 조회

2017.9.20.(수)

- 전문가 A

- 전문가 B

- 전문가 C

- 재정리된 주요 논의점에 대한 의견 조회

2017.11.15.(수)

- 11.16.(목)

- 임업인 A

- 임업인 B

- 전문가 C

- 소득원별 결정요인이 나타난 현상 이해, 상호 검증

및시사점도출

2018.2.27.(화)

- 2.28.(수)

- 전문가 A

- 전문가 B

- 전문가 C

- 소득원별 결정요인이 나타난 현상 이해, 상호 검증

및시사점도출

[표 3-4]. 임가 경영주 및 전문가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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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에서 임가의 경제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철상

(2007)과 장철수와 송성환(2012)이 횡단면 임가경제통계 자료를 활용하

여, 임가의 구조 변화와 업종 별 비율 등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있으나,

개별 임가의 특성 변수들이 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없었다. 국외에서 임가소득 결정요인에 관해 다루고 있는 연

구는 주로 비목재임산물(NTFP)로부터 얻는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임업소득과 임가 소득

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임업외소득이 높아질수록 임업소득은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결정요인으로 교육수준, 경지면

적, 노동력, 가구원수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소득 및 임업소득의 비율이 감소하고, 기타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농가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연령, 지역, 전/겸업,

업종, 가구원수, 경지 면적 등이 가구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한 자료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농가와 임가 소득에 SLA를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적자본에는 가

구원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노동시간, 물리적자

본에는 고정자본에 해당하는 기계장비, 시설물, 보유 가축의 가치 등이

나타났으며, 재무적 자본에는 예금, 부채, 자연자본에는 경지면적, 사회자

본에는 조합 가입 여부, 지역 거주연수 등이 나타났다.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목적, 분석결과 및 해석의 측면에서 본 연구

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변수 및 연구 대상을 확장했다[그림 3-11]. SLA라는 이론

적 분석 틀을 적용함으로써, 독립변수를 5가지 자본과 3가지 전략으로

재분류하고, 변수를 확장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도 기존 연구에서 주로

보는 가구소득만이 아닌 하위 세부 소득 구성 요소인 임업소득, 임업외

소득,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임산물 1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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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얻는 임업소득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활동을 통해 얻는 임업

외소득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얻는 이전소득도 전체 임가 소득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임가의 특성에 따라 중요한 소

득원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원을 분해하여 소득원별 소득의 결정요인이

되는 임가 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3-1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변수의 재분류·확장, 소득원별 소득 세분화)

둘째, 3개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의 변화분을 반영하였다[그림

3-12]. 국외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지역과 일정 시점에서 조사한 횡단면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횡단면 데이터는 시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3개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변화분을 포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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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횡단면 데이터를 대신하여 패널데이터 사용)

셋째, 분석대상을 세분하여 그룹화하였다[그림 3-13]. 분석대상인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임가를 임업인 정의, 소득

수준, 산촌거주여부 3가지 유형에 따라 그룹화하여, 대상의 범위를 좁혀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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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분석대상의 그룹화)

넷째,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해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

행했다[그림 3-14].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농·임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양적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나아가 도출된 양적 결과에 대한 현장의 임업 종사자 및 전

문가의 인터뷰 및 질적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현실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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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질적 분석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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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임가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4.1.1. 임가소득 및 영향변수의 기술적 통계

임가경제조사 2014년, 2015년, 2016년의 3개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임가경제조사는 112,973개의 임가를 모집단으로 하고, 1개년도에 해

당하는 샘플 사이즈는 1,105개이다. 표본이 되는 임가는 층화 2단추출법

에 의해 선정한다(산림청, 2017a). 업종 할당표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

을 사용하여 주요 시·도별 표본 읍·면·〮동을 추출한 후, 추출된 표본의

읍·면·〮동 내에 있는 업종별로 표본임가를 무작위 선정한다(산림청,

2016a). 층화는 전국의 각 9개 권역에서 업종별 규모(생산액, 재배면적

등)에 따라 구분하며, 1차 추출 단위는 읍·면·〮동이고, 최종 추출 단위는

임가이다(산림청, 2015a).

임가 경제조사 3개년(2014-2016) 데이터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균형 패

널을 구축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본 연구는 임가 경제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임업에 등록된 임업인 가구를 3개년 동안 조사한 결과 중 결측치

를 제외하고 균형패널을 이룰 수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를 통해 각 연도마다 979개의 임가가 유효 표본으로 결정되어 총 2,937개

의 표본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표 4-1].

연도 빈도 %

2014 979 33.51

2015 979 33.21

2016 979 33.27

유효 샘플 수 2,937 100

[표 4-1]. 임가 경제조사 3개년 임가 균형패널 구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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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인 임가 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

전소득의 기술적 통계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각 년마다 4가지 종

속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하였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 종속변수별로 부침은 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임가 소득

은 2014년 33.4백만원, 2015년 32.4백만원, 2016년 34.2백만원으로 3년 동

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

득 모두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바뀔 때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

며,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바뀔 때는 중폭으로 증가하여 3년 전체적으

로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소값은 이전소득에서 0억원으로

나타나 정상범위이며 나머지 임가 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은 음수(-)

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4년 임가 소득 최소값은 –121억원으로 소득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벌목업이나 신규표고재배 임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벌목업의 경우 그 해 수목을 벌

채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그 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만 잡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고버섯의 경우도 표고 자목을 그 해 구입하여

종균 접종만 시키고, 그 해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비용만 발생하여 음

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변수 표본수 평균(백만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4

임가 소득 979 33.40 57.70 -121.00 932.00

임업소득 979 11.40 52.00 -141.00 935.00

임업외소득 979 13.90 22.70 -95.60 220.00

이전소득 979 5.62 6.53 0.00 71.20

2015

임가 소득 979 32.40 47.80 -122.00 713.00

임업소득 979 10.80 38.70 -65.60 709.00

임업외소득 979 13.00 21.70 -158.00 237.00

이전소득 979 6.27 7.30 0.00 118.00

2016

임가 소득 979 34.20 41.20 -73.70 528.00

임업소득 979 11.70 31.50 -73.70 531.00

임업외소득 979 13.80 21.50 -115.00 158.00

이전소득 979 6.57 6.93 0.00 64.60

[표 4-2]. 소득원별 임가소득 변수의 3개년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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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기술적 통계

치를 표준화하여 분포를 보면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 와 같다.

[그림 4-1]. 임가소득(FOI) 분포

[그림 4-2]. 임업소득(FMI)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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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임업외소득(EFMI) 분포

[그림 4-4]. 이전소득(TI)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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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이다. 연속형 변수

[표 4-3]에서 3개년도 가구 경영주 연령은 63.94세로 나타났으며, 최소

연령은 32세, 최대 연령은 84세로 나타났다. 임가의 노동시간은 평균

598.2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최소는 0시간, 최대는 12,096시간으로 나타났

다. 경지면적은 평균 1.82ha으로 나타났으며, 최소는 0ha, 최대는 42.85ha

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은 평균 348백만원, 최소 22백만원 최대 17,100백

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예금은 평균 40백만원, 최소 0원, 최대 810백만원

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평균 31백만원, 최소 0원, 최대 939백만원으로 나

타났다. 가구원수는 평균 2.41명이었으며, 최소 1명, 최대는 8명으로 나타

났다. 정규 교육연수는 평균 8.40년(중졸)이었으며 최소는 무학, 최대는

18년(대학원졸)으로 나타났다. 임지면적은 평균 2.01ha, 최소 0ha, 최대

60.50ha로 나타났다.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경영주
연령 2,937 63.94 9.06 32.00 84.00

노동력
(노동시간) 2,937 595.28 901.50 0.00 12096.00

경지면적(ha) 2,937 1.82 2.97 0.00 42.85

고정자본
(백만원) 2,937 348.00 579.00 21.80 17100.00

예금 (백만원) 2,937 40.00 59.80 0.00 810.00

부채 (백만원) 2,937 31.00 64.40 0.00 939.00

가구원수 2,937 2.41 1.03 1.00 8.00

교육연수 2,937 8.40 7.29 0 18

임지면적(ha) 2,937 2.01 5.22 0.00 60.50

[표 4-3]. 임가소득 영향변수 – 연속형 변수 기술통계

범주형 변수[표 4-4]에서 가구주의 성별에서 남성이 2,652명(90.3%)로

여성 285명(9.7%)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 업종에 해당하는 경영 종류를

보면 기타재배업이 624가구(21.3%)로 가장 많았으며, 떫은감 재배업 497

가구(16.9%), 밤나무 재배업 371가구(12.6%), 조경재업 353가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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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 344가구(11.7%), 채취업 296가구(10.1%), 버섯 재배업 241가구

(8.2%), 육림/벌목업 211가구(7.2%) 순으로 나타났다. 임가 유형을 보면

겸업중 임업부업이 1,666가구(56.7%)로 가장 많았고, 임업주업 1,151가구

(39.2%), 전업 120가구(4.1%)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은 경상북도

가 654가구(22.3%)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633가구(21.6%), 경상남도

522가구(17.8%), 충청남도 315가구(10.7%), 전라북도 306가구(10.4%), 강

원도 246가구(8.4%), 충청북도 162가구(5.5%), 경기도 99가구(3.4%) 순으

로 나타났다.

변수 빈도(수) 퍼센트(%) 누적(%)

성별 　 　 　

여성 285 9.7 9.7

남성 2,652 90.3 100

경영 종류 　 　 　

육림/벌목업 211 7.18 7.18

채취업 296 10.08 17.26

밤나무 재배업 371 12.63 29.89

떫은감 재배업 497 16.92 46.82

수실류 344 11.71 58.53

버섯 재배업 241 8.21 66.73

조경재업 353 12.02 78.75

기타 624 21.25 100

임가 유형 　 　 　

전업 120 4.09 4.09

겸업(임업주업) 1,151 39.19 43.28

겸업(임업부업) 1,666 56.72 100

지역 　 　

경기도 99 3.37 3.37

강원도 246 8.38 11.75

충청북도 162 5.52 17.26

충청남도 315 10.73 27.99

전라북도 306 10.42 38.41

전라남도 633 21.55 59.96

경상북도 654 22.27 82.23

경상남도 522 17.77 100

Total 2,937 100

[표 4-4]. 임가소득 영향변수 – 범주형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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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간 차이 분석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간 차

이 분석을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하고, Duncan 검증을 실시했다[표

4-5]. 대표적인 예로 인적자산의 가구원 수의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

업외소득, 이전소득에 대해서 가구원 수의 각 카테고리 변수별로 평균값

과 표준오차 및 집단 내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아노바의 F값을 통해

각각의 집단이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가구원 수의 해당 분석 결과값을 보

게 되면 임가소득의 경우, 각각 카테고리에 대한 mean값은 -0.07, 0.09,

0.29, 0.08, 0.44로 나타났다. 전체 F값은 10.66으로 유의수준 0.05이하로

모든 가구원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집단(가구원 수 2명 이하)의 경우는 A, 두 번째 집단(3명)은 B, 세 번째

집단(4명)은 CD, 네 번째 집단(5명)은 ABC 다섯 번째 집단(6명 이상)은

D라는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모두 다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임업소득의 경우,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평균값은 –0.05, 0.10,

0.24, 0.03, 0.11로 나타났으며, 전체 F값은 5.61으로 유의수준 0.05이하로

모든 가구원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은

임가소득의 경우와는 다르게 첫 번째 집단(가구원 수 2명 이하)의 경우

는 A, 두 번째 집단(3명)은 B, 세 번째 집단(4명)은 B, 네 번째 집단(5

명)은 AB, 다섯 번째 집단(6명 이상)은 AB라는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으

며, 두 번째 집단(3명)과 세 번째 집단(4명)이, 네 번째 집단(5명)과 다섯

번째 집단(6명 이상)이 각각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임업외소득의 경우,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평균값은 –0.09,

0.11, 0.31, 0.19, 0.8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F값은 21.12로 유의수준 0.05

이하로 모든 가구원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은 임가소득, 임업소득과는 달리 두 번째 집단(3명)은 A, 세 번째

집단(4명)은 B, 네 번째 집단(5명)은 AB라는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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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집단(가구원 수 2명 이하)과 다섯 번째 집단(6명 이상)은 특정

집단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에 대해서는 T-test

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Duncan test를 수행할

수 없다. 가구주 연령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4분위로 분위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하 모든 변수에서 확인해본 결과, 본 연구에 사용

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는 4가지의 소득원별 종속변수에 대해서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변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해

당변수는 다음과 같다. 임가소득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소득에서는 재정자산에 해당하는 부채

(0.07), 자연자산에 해당하는 임지면적(0.07)에서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외소득에서는 자

연자산에 해당하는 임지면적(0.94)과 경지면적(0.10)이 유의수준 0.05이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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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변수

임가소득(FOI) 임업소득(FMI) 임업외소득(EFMI) 이전소득(TI)

Mean
Std.

Err.

F

(p)
D Mean

Std.

Err.

F

(p)
D Mean

Std.

Err.

F

(p)
D Mean

Std.

Err.

F

(p)
D

5가지

자본

(5SLA)

인적

자본

가구원수

-0.07 0.02

10.66  

0.00

A -0.05 0.02

5.61  

0.00

A -0.09 0.02 

21.12  

0.00

0.10 0.02 

18.61  

0.00

B

0.09 0.05 0.10 0.05 0.11 0.05 -0.24 0.05 B B A A 

0.29 0.07 0.24 0.07 0.31 0.07 -0.32 0.07 CD B B A 

0.08 0.10 0.03 0.10 0.19 0.10 -0.20 0.10 ABC AB AB A 

0.44 0.13 0.11 0.13 0.80 0.13 -0.09 0.13 D AB AB

성별
-0.21 0.06 13.89  

0.00

-0.13 0.06 5.54  

0.02

-0.25 0.06 19.93  

0.00

0.04 0.06 0.53  

0.46

A

0.02 0.02 0.01 0.02 0.03 0.02 0.00 0.02 A

가구주

연령

0.16 0.04

16.98  

0.00

0.07 0.04

3.75  

0.01

A 0.35 0.03 

73.71  

0.00

-0.40 0.03 

113.23  

0.00

0.04 0.04 A 0.01 0.04 A 0.09 0.03 -0.19 0.03 

-0.02 0.04 A 0.02 0.04 A -0.17 0.04 0.31 0.04 A

-0.20 0.04 -0.10 0.04 -0.34 0.04 0.35 0.04 A

가구주

교육수준

-0.27 0.12

6.36  

0.00

A -0.13 0.12

2.21  

0.04

A -0.37 0.12 

16.62  

0.00

A   0.10 0.12 

12.19  

0.00

ABC

-0.09 0.03 A 0.00 0.03 A -0.20 0.03 A   0.05 0.03 B 

-0.05 0.04 AB -0.07 0.04 A 0.03 0.04 B  -0.01 0.04 B 

0.14 0.03 C 0.09 0.03 A 0.17 0.03 CD -0.16 0.03 A  

0.15 0.09 C -0.02 0.09 A 0.32 0.08 D 0.17 0.09 BC

0.17 0.10 BC -0.02 0.10 A 0.30 0.10 CD 0.36 0.10 C

-0.13 0.29 ABC -0.29 0.29 A -0.34 0.28 ABC 1.59 0.29 

노동시간

-0.05 0.04

22.36  

0.00

A -0.14 0.04

35.18  

0.00

A 0.14 0.04 

7.34  

0.00

-0.05 0.04 

1.02  

0.38

A

-0.11 0.04 A -0.11 0.04 A -0.02 0.04 A 0.02 0.04 A

-0.10 0.04 A -0.07 0.04 A -0.09 0.04 A 0.04 0.04 A

0.26 0.04 0.32 0.04 -0.03 0.04 A -0.01 0.04 A

물리적

자본
고정자본

-0.17 0.04

22.64  

0.00

A -0.09 0.04

10.08  

0.00

A -0.18 0.04 

16.31  

0.00

-0.04 0.04 

3.09  

0.03

A

-0.11 0.04 A -0.07 0.04 A -0.07 0.04 -0.03 0.04 A

0.07 0.04 0.00 0.04 A 0.10 0.04 A 0.10 0.04 

0.21 0.04 0.17 0.04 0.14 0.04 A -0.03 0.04 A

재정적

자본

예금

-0.20 0.04

37.18  

0.00

A -0.08 0.04

5.80  

0.00

A -0.23 0.04 

42.23  

0.00

-0.11 0.04 

14.30  

0.00

A

-0.10 0.04 AB -0.05 0.04 A -0.07 0.04 A -0.10 0.04 A

-0.01 0.04 B 0.01 0.04 A -0.02 0.04 A 0.02 0.04 

0.31 0.04 0.12 0.04 0.33 0.04 0.19 0.04 

부채
-0.07 0.03 8.15  

0.00
A -0.03 0.03 2.26  

0.07
A -0.11 0.03 20.41  

0.00
A 0.09 0.03 11.51  

0.00
A

-0.12 0.07 A -0.06 0.07 AB -0.20 0.07 A 0.17 0.07 A

[표 4-5]. 임가소득 영향 변수에 따른 소득원별 임가소득 간 차이분석: ANOVA(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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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변수

임가소득(FOI) 임업소득(FMI) 임업외소득(EFMI) 이전소득(TI)

Mean
Std.

Err.

F

(p)
D Mean

Std.

Err.

F

(p)
D Mean

Std.

Err.

F

(p)
D Mean

Std.

Err.

F

(p)
D

-0.01 0.04 A -0.01 0.04 AB 0.01 0.04 -0.04 0.04 

0.15 0.04 0.08 0.04 B 0.23 0.04 -0.15 0.04 

자연

자본

임지면적

-0.01 0.02

2.56  

0.04

A -0.01 0.02

2.18  

0.07

A 0.01 0.02 

0.20  

0.94

A -0.02 0.02 

3.08  

0.02

A 

-0.03 0.04 A -0.03 0.04 A -0.03 0.04 A 0.05 0.04 A 

0.04 0.07 AB 0.06 0.07 AB -0.01 0.07 A -0.12 0.07 A 

0.31 0.12 B 0.27 0.12 B 0.04 0.12 A 0.01 0.12 AB

0.26 0.15 AB 0.23 0.15 AB 0.00 0.15 A 0.41 0.15 B

경지면적

-0.11 0.04

12.37  

0.00

A -0.10 0.04

10.48  

0.00

A -0.03 0.04 

2.06  

0.10

A -0.04 0.04 

1.19  

0.31

A

-0.11 0.04 A -0.09 0.04 A -0.06 0.04 A 0.01 0.04 A

0.07 0.04 B 0.06 0.04 B 0.04 0.04 A 0.05 0.04 A

0.15 0.04 B 0.14 0.04 B 0.05 0.04 A -0.02 0.04 A

3가지

전략

(3LS)

업종

육림/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

-0.14 0.07

13.51  

0.00

AB -0.11 0.07

13.73  

0.00

A -0.09 0.07 

7.37  

0.00

A -0.10 0.07 

13.61  

0.00

BC  

0.06 0.06 CD -0.10 0.06 A 0.37 0.06 -0.37 0.06 A    

-0.02 0.05 BCD -0.02 0.05 A -0.03 0.05 A 0.12 0.05 DE

-0.07 0.04 ABC -0.11 0.04 A -0.04 0.04 A 0.22 0.04 E

0.12 0.05 D 0.13 0.05 0.01 0.05 A 0.11 0.05 DE

-0.10 0.06 ABC -0.05 0.06 A -0.04 0.06 A -0.25 0.06 AB   

0.41 0.05 0.43 0.05 0.03 0.05 A 0.07 0.05 CD 

-0.17 0.04 A -0.12 0.04 A -0.10 0.04 A -0.03 0.04 C  

임가

유형

전업, 

겸업주업,

겸업부업.

0.31 0.09
7.46  

0.00

0.67 0.09
42.96  

0.00

-0.41 0.09 
98.99  

0.00

A -0.38 0.09 
9.13  

0.00
-0.05 0.03 A 0.09 0.03 -0.27 0.03 A 0.01 0.03 A

0.01 0.02 A -0.11 0.02 0.22 0.02 0.02 0.02 A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0.09 0.10

9.15  

0.00

ABC -0.03 0.10

5.70  

0.00

ABC 0.00 0.10 

4.21  

0.00

AB -0.25 0.10 

16.69  

0.00

AB 

0.05 0.06 BC 0.07 0.06 BC 0.10 0.06 B -0.30 0.06 A  

0.48 0.08 0.36 0.08 0.33 0.08 0.24 0.08 C

0.04 0.06 BC 0.10 0.06 C -0.08 0.06 AB -0.12 0.06 AB 

-0.07 0.06 AB -0.09 0.06 AB -0.07 0.06 AB 0.23 0.06 C

0.09 0.04 C 0.04 0.04 BC 0.01 0.04 AB 0.24 0.04 C

-0.15 0.04 A -0.13 0.04 A  -0.08 0.04 A -0.05 0.04 B 

-0.05 0.04 AB -0.03 0.04 ABC 0.04 0.04 AB -0.17 0.04 A 

Note: Hsize(householding size), sex(gender), age(age of household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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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독립변수들이 상

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

수와 매우 강한 비직교성(non-orthogonality)를 지닐 때 공선성

(collinearity)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3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간의 강한

선형관계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김두섭과 강남준,

2008). 잔여분산(Residual variance)의 크기는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잔여분산 값의

역수(





)를 취해서 도출되는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라고 한다.)를 이용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했다[표 4-6].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공차

(tolerance)와 VIF가 있다. 공차는 다른 독립변수들로 특정 독립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독리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일수록 공차

는 높게 나타난다. 분산팽창계수는 공차의 역수로서 독립변수 와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상관에 의해 회귀계수 의 표준오차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의 표준오차가 높으면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불안정하게 된

다. 따라서 안정적인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분산팽창계수

는 낮고, 공차는 높아야 한다. 공차와 VIF 모두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VIF의 경우 10이하가 되면 보수적인 수준에

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Hair et al., 1998; 성태제, 200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에서 VIF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임가 형

태의 7.91이었으며, 평균 VIF는 3.01 수준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은 문

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의 예금 변수와 종속변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간의 인과성(causality) 문제

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금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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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VIF
sqrt

(VIF)
변수 VIF

sqrt

(VIF)
변수 VIF

sqrt

(VIF)
변수 VIF

sqrt

(VIF)

임가소득

(stdfoi)
1.16 1.08 

임업소득

(stdfmi)
1.16 1.08 

임업외소득

(stdefmi)
1.21 1.10 

이전소득

(stdti)
1.17 1.08 

임가 유형: 

겸업주업
7.27 2.70 

임가 유형: 

겸업주업
7.28 2.70 

임가 유형: 

겸업주업
7.29 2.70 

임가 유형: 

겸업주업
7.29 2.70 

임가 유형:

겸업부업
7.77 2.79 

임가 유형:

겸업부업
7.80 2.79 

임가 유형:

겸업부업
7.91 2.81 

임가 유형:

겸업부업
7.82 2.80 

업종:

채취업
2.32 1.52 

업종:

채취업
2.31 1.52 

업종:

채취업
2.32 1.52 

업종:

채취업
2.31 1.52 

업종:

밤나무 재배업
2.86 1.69 

업종:

밤나무 재배업
2.86 1.69 

업종:

밤나무 재배업
2.86 1.69 

업종:

밤나무 재배업
2.87 1.69 

업종:

떫은감 재배업
3.21 1.79 

업종:

떫은감 재배업
3.21 1.79 

업종:

떫은감 재배업
3.21 1.79 

업종:

떫은감 재배업
3.22 1.79 

업종:

수실류 재배업
2.67 1.64 

업종:

수실류 재배업
2.67 1.63 

업종:

수실류 재배업
2.67 1.63 

업종:

수실류 재배업
2.67 1.63 

업종:

버섯 재배업
2.34 1.53 

업종:

버섯 재배업
2.34 1.53 

업종:

버섯 재배업
2.34 1.53 

업종:

버섯 재배업
2.34 1.53 

업종:

조경재업
2.78 1.67 

업종:

조경재업
2.78 1.67 

업종:

조경재업
2.75 1.66 

업종:

조경재업
2.75 1.66 

업종:

기타 재배업
3.38 1.84 

업종:

기타 재배업
3.38 1.84 

업종:

기타 재배업
3.38 1.84 

업종:

기타 재배업
3.38 1.84 

지역:

강원도
3.67 1.91 

지역:

강원도
3.66 1.91 

지역:

강원도
3.65 1.91 

지역:

강원도
3.65 1.91 

지역:

충청북도
2.80 1.67 

지역:

충청북도
2.79 1.67 

지역:

충청북도
2.78 1.67 

지역:

충청북도
2.79 1.67 

지역:

충청남도
4.38 2.09 

지역:

충청남도
4.37 2.09 

지역:

충청남도
4.37 2.09 

지역:

충청남도
4.37 2.09 

지역:

전라북도
4.09 2.02 

지역:

전라북도
4.08 2.02 

지역:

전라북도
4.08 2.02 

지역:

전라북도
4.10 2.03 

지역:

전라남도
6.44 2.54 

지역:

전라남도
6.42 2.53 

지역:

전라남도
6.42 2.53 

지역:

전라남도
6.45 2.54 

지역:

경상북도
6.91 2.63 

지역:

경상북도
6.90 2.63 

지역:

경상북도
6.90 2.63 

지역:

경상북도
6.91 2.63 

지역:

경상남도
5.97 2.44 

지역:

경상남도
5.96 2.44 

지역:

경상남도
5.96 2.44 

지역:

경상남도
5.95 2.44 

성별 1.14 1.07 성별 1.14 1.07 성별 1.15 1.07 성별 1.14 1.07 

임지면적 1.48 1.22 임지면적 1.48 1.22 임지면적 1.48 1.22 임지면적 1.48 1.22 

경지면적 1.56 1.25 경지면적 1.56 1.25 경지면적 1.56 1.25 경지면적 1.56 1.25 

가구원수 1.38 1.18 가구원수 1.38 1.18 가구원수 1.38 1.18 가구원수 1.38 1.18 

교육수준 1.12 1.06 교육수준 1.12 1.06 교육수준 1.12 1.06 교육수준 1.12 1.06 

가구주 연령 1.56 1.25 가구주 연령 1.55 1.25 가구주 연령 1.60 1.26 가구주 연령 1.66 1.29 

노동시간 1.38 1.18 노동시간 1.40 1.18 노동시간 1.33 1.15 노동시간 1.33 1.15 

고정자본 1.10 1.05 고정자본 1.10 1.05 고정자본 1.10 1.05 고정자본 1.10 1.05 

예금 1.08 1.04 예금 1.07 1.03 예금 1.10 1.05 예금 1.07 1.03 

부채 1.20 1.10 부채 1.20 1.10 부채 1.20 1.10 부채 1.20 1.10 

산촌여부 1.27 1.13 산촌여부 1.27 1.13 산촌여부 1.27 1.13 산촌여부 1.27 1.13 

Mean VIF 3.01 (FOI) Mean VIF 3.01 (FMI) Mean VIF 3.01 (EFMI) Mean VIF 3.01 (TI) 

Note: Reference group in all variables are excluded due to perfect multicollinearity

Eigenvalues & Cond Index computed from scaled raw sscp (w/ intercept)

p-value of Correlation matrix between variabels < 0.0000

[표 4-6]. 소득원별 임가소득 및 영향변수 간 다중공선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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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1 예금 1 　 　 　 　

2 임가소득 0.14* 1 　 　 　

3 임업소득 0.05* 0.85* 1 　 　

4 임업외소득 0.18* 0.48* 0.01 1 　

5 이전소득 0.06* 0.13* -0.01 -0.02 1

Note: * p<0.05

[표 4-7]. 예금과 소득원별 임가소득 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1)
임가소득

(2)
임업소득

(3)
임업외소득

(4)
이전소득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9 -0.20*** 0.11* 0.12**

t-value (-1.86) (-4.30) (2.39) (2.61)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7 -0.25*** 0.22*** 0.15**

t-value (-1.42) (-5.10) (4.71) (3.15)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1 0.08 -0.02

t-value (0.59) (-0.19) (2.44) (-0.72)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Coefficient 0.00 0.00 0.02 0.06

[표 4-8].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지만 그 상관의 정도는 예금과 임가

소득(0.14), 임업소득(0.05), 임업외소득(0.18), 이전소득(0.06)으로 그 수준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인과관계의 문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임가 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 4-8]. Breusch and Pagan LM 결과값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므로, 확률효과 모형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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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2)
임업소득

(3)
임업외소득

(4)
이전소득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t-value (0.04) (0.04) (0.53) (1.48)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1 0.05 0.06

t-value (0.32) (-0.37) (1.30) (1.47)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7* 0.06 0.06 0.03

t-value (1.97) (1.53) (1.72) (0.96)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3 0.01 -0.01

t-value (-0.99) (-0.97) (0.21) (-0.34)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4*** 0.15*** 0.03 0.01

t-value (3.75) (3.90) (0.82) (0.39)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4 -0.01 0.02

t-value (-1.22) (-0.97) (-0.15) (0.43)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2* 0.11* 0.04 0.01

t-value (2.53) (2.24) (0.77) (0.30)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6*** 0.12** 0.07 0.13**

t-value (3.77) (2.77) (1.65) (3.15)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9 -0.02 0.05

t-value (1.84) (1.65) (-0.31) (1.04)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3 0.02 0.13*

t-value (1.40) (0.65) (0.38) (2.49)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5* 0.08 0.05 0.17**

t-value (2.29) (1.33) (0.78) (2.66)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6 -0.01 0.08

t-value (1.31) (0.98) (-0.08) (1.16)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1 0.07 0.06 0.03

t-value (1.78) (1.14) (1.05) (0.51)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5 0.03 0.07** -0.01

t-value (1.79) (1.01) (2.60)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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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2)
임업소득

(3)
임업외소득

(4)
이전소득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1 0.01 -0.03 0.03

t-value (0.27) (0.56) (-1.38) (1.01)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5* 0.04* 0.02 -0.01

t-value (2.28) (2.08) (0.96) (-0.42)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3 0.03 0.02 0.02

t-value (1.08) (1.14) (0.58) (0.69)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0 -0.04 0.04 0.07**

t-value (-0.11) (-1.43) (1.43) (2.73)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08** -0.02 -0.22*** 0.31***

t-value (-2.73) (-0.67) (-7.49) (10.30)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9*** 0.11*** -0.02 0.04

t-value (4.25) (5.26) (-0.97) (1.87)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1 -0.01 -0.00 0.03

t-value (-0.21) (-0.59) (-0.19) (1.10)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1*** 0.04 0.13*** 0.04*

t-value (5.43) (1.87) (6.61) (2.04)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1 -0.02 0.01 0.02

t-value (-0.60) (-1.03) (0.26) (0.93)

Breusch and Pagan LM
(Prob>chi2)

862.15
(0.00)

870.75
(0.00)

984.22
(0.00)

982.47
(0.00)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6.00 26.00 26.00 26.00

R2 0.13 0.12 0.16 0.14

rho 0.57 0.57 0.60 0.59

sigma_u 0.70 0.70 0.70 0.72

sigma_e 0.61 0.61 0.58 0.6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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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가 소득

전략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조경업과 수실류에 종사하는 가구가 육림/

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임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경지면적]이 많은 임가일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이때 임지면적은 임가소득과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자본에 해당하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작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임업소득

[임가 유형]에서 임업주업, 임업부업으로 겸업을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

가 전업을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

다. 임업외소득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

겸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져있고, 분석이 제대

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임가소득과 마찬가지로 [업종]

으로 조경업을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택한 임가보다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소득에서와는 달

리 수실류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임가의 임업소득이 경기도 임가의 임업소득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소득과 마찬가지로 [경지면적]이 클수록, [노동시

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임업외소득

[임가 유형]에서 임업 주업, 임업 부업의 겸업을 전략으로 선택한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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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업을 전략으로 선택한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영주의 성별]이 남성이 여성보다 임업외소

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

업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전소득

[임가 유형]에서 임업 전업 보다 임업 주업, 임업 부업의 겸업을 전략

으로 선택한 임가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역]에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도 지역

의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과 달리 이전소득에서는 [교

육 수준]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

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아졌으며,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 각각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순차적 설명 양-

질 분석 방법에 따라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

과는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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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소득종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자본

인적

자본

가구원수

가구 경영주 성별 O

가구 경영주 연령 O O O

가구 경영주 교육수준 O

노동시간 O O

물리적

자본
고정자본

재정적

자본

예금 O O O

부채

자연

자본

임지면적

경지면적 O O

사회적

자본
해당변수 없음 - - - -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전략

임업 업종

육림/벌목업,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떫은감재배업,

수실류(밤, 떫은감 제외),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업

O O

임가 유형
임업 전업, 임업 겸업 주업,

임업 겸업 부업
O O O

임업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O O O

[표 4-9]. 확률효과모형 적용 시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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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 분석 결과(양적 분석)

임업

가구

소득

① [업종] : 조경업과 수실류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② [행정지역] : 특정 지역의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노동시간] :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경지면적] :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나타났으나, 임지면적의 많고 적음은

임가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⑤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⑥ [가구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가소득 높은 경향성

임업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 임가가 겸업(주업), 겸업(부업)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② [업종] :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행정지역] : 특정 지역의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경지면적] : 경지면적이 임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임지면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⑤ [노동시간] :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임업외

소득

① [가구경영주 성별] : 가구 경영주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

② [가구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표 4-10]. 순차적 설명 양-질 분석을 통한 임가소득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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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임가 유형] :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이전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② [행정지역] : 특정 지역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가구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⑤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구분 임업인 및 전문가 인터뷰(질적 분석 – 현상학적 연구)

임가

소득

① [업종] : 농업분야에서도 업종에 따라 가구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전문가C), 육림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육림업만으로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겸업이 대부분이다(전문가B, 임업

인C). 벌목업도 큰 돈을 벌지 못한다(임업인C). 반면 조경재업과 수실류는 전업으로 하는 임가

들이 많이 있고, 투입 노동시간 대비 단가가 높다(임업인A, 임업인B).

② [행정지역] : 국내 농업 분야에서도 행정 지역별로 농가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다(전문가

C). 이는 어떤 지역마다 직불금 등의 보조금 정책이 다르고, 임산물의 주산지가 상이하고, 생산

량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전문가A, 임업인A). 농업가구와 마찬가지로 임가의 소

득도 행정구역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거라 볼 수 있다(전문가A). 임업인들 사

이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니 실제 그렇더라는 것을 확인한 정도

로 이해할 수 있겠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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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시간] : 경험적으로 노동시간은 임업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농업에서도 노동시간이 높으면 농업소득이 높게 나타나듯이 노동시간은 임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이다(전문가B, 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④ [경지면적] : 농업분야에서도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전문가

C). 경지면적이 임가소득에 영향을 주는 반면 임지면적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지소유는 임업인 소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고 그냥 두는 경우나 투기

성이 많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전문가A, 임업인A). 또한, 임가경제조사에서 임지면적은 소

유하고 있는 면적에만 해당하나, 경지면적은 소유하는 면적은 물론 경영을 위해 임차한 면적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전문가B). 한편, 이는 우리나라 임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배 임산물이 임지가 아닌 경지에서 재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전문가A). 보은,

경산, 구미 대추의 경우도 임지에서 재배하는 건 20% 정도이고, 80%는 경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 청도, 상주 곶감도 비슷한 실정이다(임업인A).

⑤ [예금] : 예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금이 많다면 임업소득이나 임업외소득을

올리는 생산재에 투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임업인B, 전문가A).

⑥ [가구경영주 연령] : 경영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노동 효율이 더 좋다(임업인A), 임업소득, 임업

외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한다

(임업인B).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경험상 경영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

구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임업인A, 임업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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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 임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로 임업만 하기 때문에 겸업(주업), 겸업(부업)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전문가A, 전문가B).

② [업종] : 임가소득에서의 설명과 동일한 부분. 특히, 조경재업은 조경수, 분재, 야생화를 포함하는

데 일정 규모가 갖추어져 있다면 다른 임업 업종보다 투입 노동시간 대비 단가가 가장 높은 경

향성이 있다(임업인A, 임업인B). 현재로서는 판로만 잘 확보한다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다(임업인A, 임업인B).

③ [행정지역] : 임가소득에서의 설명과 상동

④ [경지면적] : 경지면적은 유의한 결정요인이고, 임지면적은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의 남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업소득 연구(Horgath et al., 2013)에서는 임지 면적

이 임업소득 결정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임업의 특수한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임업이란 큰 범

주 안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서로 연계성은 있지만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종별로 차이가

난다(전문가A). 경험상 임지면적은 육림/벌목업, 채취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라 여겨지지만(임업인C), 농업과 유사한 재배업의 경영형태를 띄는 임업은 경지면적이 일정 수

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임지면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라 여겨진다(임업인A).

⑤ [노동시간] : 노동시간은 임가의 소득원 중 특히, 임업소득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이다(전문가B). 임업에 대해 노동시간이 높은 가구가 임업소득이 높은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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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임업외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은 겸업

정의가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므로, 당연하

게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전문가A, 전문가B). .

② [가구 경영주 성별] : 가구 경영주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은

농업분야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농업 분야에서 남성 경영주들은 겸업이든 전업이든 남의 집

일을 여성보다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은 본인 꺼만 하는데, 여성은 노임이 되는 남의 집

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농산촌의 남성은 대부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급여료 정산을 잘 하지 않는다(임업인A, 임업인B). 대추나

밤, 떫은감 수확 작업을 해보면 잔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은 본인 일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남의 집 일에도 투입되어 일을 한다. 반면, 남성들은 남

는 시간에는 막걸리 마시고, 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현장의 문화다(임업인A, 임업인B).

남성이 가구경영주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인 여성의 임업외활동 참여율이 높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A).

③ [가구 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에 대해서는 보

통 연령이 높으면 경력이 많고 이런 경력은 농업 등 재배 기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연령이 높은 가구 경영주는 자기 나름의 기술만이 맞다고 확신하고, 새

로운 것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임업인A, 임업인C). 이런 경력에 기반한 기술이라는 것은

이웃 임가들의 기술과 수준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쉽게 카피하고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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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임업인A). 연령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유투브나 선진 기술을 익히고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나 마케팅 방식이 연령이 높은 경영주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임업인A, 임업인B). 최재혁과 고석

남(2005)의 국내 농업가구 대상 연구결과에서도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④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 임업에 투자가 안되고,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전문가

A, 임업인A). 이는 세 가지 구체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임업에 대한 경영

상태를 만족하기 때문일 수 있고, 둘째는 현재보다 더 투자를 해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

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고, 셋째는 투자를 해도 경영상태가 나빠질거라 예측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재원을 임업외소득이

아닌 임업쪽으로 끌어들여와 높일 수 있는 정책 제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할 수 있다(임

업인A).

이전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은 임업을 하

지만 농업의 보조금이 더 많을 것이다(임업인B, 전문가A, 전문가C). 밤나무 1ha, 복숭아 10ha를

경영하는 임가경영주는 사실 대농이지만, 임업시각에서는 겸업 임가다(임업인B). 이런 가구는 논에

서 나오는 보조금이 어마어마하다. 임업외소득이 엄청 높게 나온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전소득은

당연히 겸업에서 더 많다. 또 말씀주신 표본의 90%가 겸업이다(전문가B). 임업인도 직불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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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다 농업쪽이다. 경영체 등록, 직불금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전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

런 특성들을 알고 보면 통계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은 새로울 수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당연한 이

야기가 된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② [행정지역] : 경험적으로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 성격이 강하므로,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품목

별, 대상별로 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임업인A, 임업인B). 같은 밤나무 재배업을 한다고

해도 형질 변경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환한 경우, 이런 범위를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해주는지

등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불금이 나오고, 일부 지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전

문가A, 전문가C).

③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경영주는 정부정책에 대한 활용도 및 접근성이 떨어진다(임

업인C).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활

용한다(전문가A). 이는 이전소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임가소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임업인A).

④ [가구 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은 이전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의 영향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전문가B).

⑤ [예금] :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임가소득과 임업외소득보다는 약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전소득이 예금으로 축적됨에 따라 임가소득이 높아지는데 있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

상이라고 여겨진다(전문가A, 전문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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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 조경재업, 수실류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가 소

득이 높은 경향성

→ 조경재업과 수실류는 투입 노동시간 대비 판매 단가가 높음. 따라서 전업 종사자의 비율도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음. 농업분야에서도 특정 업종을 전략으로 선택함에 있어 가구소득에 차이 있다고 보고함.

② [행정지역] : 지역별로 임가 소득에 대한 차이가 있음.

→ 주요 임산물 종류, 생산량과 판매 시기가 상이하고,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다른데서 나타나는 현상

③ [노동시간] :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 노동시간은 임업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임.

④ [경지면적] :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임지면적은 유의성 X

→ 국내 전체 임가 중 재배임업만 경영하는 가구 85.6%, 산지소유는 임업인 소득을 위해서라기보

다는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경우나 투자 목적이 대부분임.

⑤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 가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 재원으로서 역할

⑥ [가구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 신기술 습득 및 적용, 마케팅 및 유통망 확장, 인적 네트워크 활용 능력으로 인한 차이 나타남.

임업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 임가가 겸업(주업), 겸업(부업)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 임가 유형 정의에 따라 나타난 일반적인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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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종] :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 조경재업은 조경수, 분재, 야생화를 포함하는데 일정 규모가 갖추어져 있다면 다른 임업 업종보다

투입 노동시간 대비 단가가 가장 높은 경향성

③ [행정지역] : 특정 지역의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 주요 임산물 종류, 생산량과 판매 시기가 상이하고,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다른데서 나타나는 현상

④ [경지면적] : 경지면적이 임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임지면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Horgath et al.(2013)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 우리나라는 재배업 중심의 임업임. 재배업 중

심의 임가가 85.6%인 우리나라 임업은 경지면적은 임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경지면적

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임지면적은 결정요인이 아닌 것이 특성

⑤ [노동시간] :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 노동시간은 임가의 소득원 중 특히, 임업소득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   

임업외

소득

① [가구 경영주 성별] : 가구 경영주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

→ 국외 임가소득 연구(Kar & Jacobson, 2012; Fikir et al., 2016)에서는 가구 경영주 성별이 가구

소득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농가소득 관련 연구(최재혁과 고석남, 2005; 이

은우, 2006; 정진화와 조현정, 2012; 권오상과 강혜정, 2013)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 유의한 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농가경영주가 남성일 경우에는 농업소득에서, 여성일 경우에는 농업외

소득에서 소득원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정설임. 임업에서는 농업이 임업외소득에

해당하며, 현장에서는 여성 가구원들이 본인 가구의 일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남의 집 일에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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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추가적인 일을 하는 반면, 남성 경영주들은 본인 가구의 일이 끝나면 남의 집 일을 하

지 않는 경향이 강한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 여겨짐

② [가구 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나 마케팅 방식이 연령이

높은 경영주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③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 임가가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 임업외의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 현상을 검증

④ [임가 유형] :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 임가 유형 정의에 따라 나타난 일반적인 결과 검증

이전

소득

① [임가 유형] : 전업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 부농 겸업임가 존재, 농업 분야 보조금 영향

② [행정지역] : 특정 지역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 지자체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차이 존재

③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이용에 대한 접근성 높음

④ [가구 경영주 연령] :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 공적보조금에 해당하는 연금 영향

⑤ [예금] :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 부수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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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소결

김철상(2007)은 국내 임가경제조사를 연구 재료로 다룬 최초의 연구에

서 횡단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빈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가 소득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임가의 가구별 경

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가의 임업형태별 임업종사기간,

재배업 임가의 품목별〮·규모별 판매액, 1인 임가의 성별 등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10년 전 연구의 제언이지만, 임가경제조사의 구조는

그대로다. 임가경제조사의 제한적인 데이터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고찰과 분

석 방법에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농가 소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가구 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입지, 업종, 전·겸업 등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SLA라는 이론적 프레임을 적용하여 변수를 재분류하고 확장시켜

적용하였다.

둘째, 기존 임가 경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

를 분석(김철상, 2007; 장철수와 송성환, 2012) 함으로써 시간 변화에 따

른 오류를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

용함으로써 횡단면 자료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소득(FOI)의 경우 조경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재혁과 고석남(2005), 권오상과 강혜정(2013)이 농업 가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

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임업의 전략으로 특정업을 선택하는 것이 임가소

득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경업을 선택

한 임가들이 뚜렷하게 가구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시간과 경지면적이 많은 임가일수록 임가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이때 임지면적은 임가소득과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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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이은우 (2006), 권오상과 강혜정 (2013)에서 경지 면적이 많

을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지면

적이 임가소득에 영향을 주는 반면 임지면적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지소유는 임업인 소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고 그냥 두는 경우나 투기성이 많아 가구 소득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업소득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임

업외소득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외소득, 이전소득과 함께 비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임업소득 결

정요인으로는 노동시간과 경지면적이 임업외소득 결정요인으로는 예금과

가구주 연령이 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임가 유형에서 전업을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가 겸업을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뚜렷하게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외소득(EFMI)에

서는 이런 방향성이 반대로 나왔는데, 이는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이 제

대로 되었다는 검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임가소득 결정

에 미치는 해외 연구에서는 전업과 부업의 구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연구는 없었다. 반면, 국내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최재혁과 고석남, 2005;

권오상과 강혜정, 2013; 정진화와 조현정, 2012)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

는데,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업 농가는 겸업 농가에 비해 농업소

득이 높은 경향성을, 농업외소득은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한편,

Hogarth et al. (2013)이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가소득 연구에

서는 임지 면적이 임업소득 결정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임가 전체를 대

상으로 했을 때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국내 임가의 8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임업 여건에서는 가구가 소유하는 임지의 면적

이 임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임업외소득에서는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혁과 고석남 (2005)의 연구에서는 가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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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이 각각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임가에서는 임업 소득에서 연령은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임업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구경영주의 연령이 적을수록 임업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나 마케팅 능력이 더 좋고, 농업을 하는 경우

에도 연령이 높은 가구보다 새로운 기술과 재배 방법들을 빨리 습득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 응답하였다(임업인A, 임업인C). 또한, 예금

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섭과 이성근

(2014)은 자본이 많을수록 농가소득 불평등 지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밝

힌 바 있다. 임가소득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임업소득에서는 나타나지 않

고 임업외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가가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 1차 생산의 임업 보다는 임업외부문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

문이라는 응답을 얻었다(임업인A).

넷째, 전업보다 겸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가 중 임업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인 경

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농업 쪽 보조금이 많아서 나타

나는 현상이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이전소득에서는 교육 수준

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고학력으로 갈수록 이전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전소득의 많은 부분이 정부 정책 보조금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보면 저학력의 임업인들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넘어

야 하는 진입장벽이 고학력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다

(임업인A, 임업인C). 정부 정책 지원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정보가 교

육수준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쉬운 홍보 방안 등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실증연구로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임가소득 결정 요

인을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소득원별로 탐색하고, 선행연구

와 임업인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가 임가 소득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임업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성

과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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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가성격에 따른 임가 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4.2.1 분석 대상 선정 배경 및 기술적 통계

임업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이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정

의도 국가마다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임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업이란 영림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따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에는 분재생산업, 조경업(조경수생산업), 수목조사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법제처, 2017). 이를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임산물 생산업(재배·채취), 야생조수 사육업, 종묘생

산, 육림업, 목재생산은 1차 산업으로, 임산물 가공업(제조업), 휴양림·수목

원·정원의 조성, 임도·사방사업은 2차 산업으로, 휴양림〮·수목원〮정원의 관리

및 운영, 임산물 유통, 산림치유·산림교육·숲 해설 등 산림 복지 전문업, 산

림사업법인의 임업관련 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임업

은 1,2,3차 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임가경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임가의 정

의는『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를 차용해서 정하고 있다. 대상 임가 수는 전국 1,107표본임가이며, 조

사대상 임가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로서, 1. 3ha이상 산

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연간 채취 또

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이다(산림청, 2017a). 이때, 비혈연 가구원 구성 가구,

외국인 가구, 법인 등록 임가는 제외된다(산림청, 2017a). 3개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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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임가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수입원을 창출

하는 구성의 성격이 다르면 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를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 2,937개의 데이터의 개별 ID에 임가 정의를 유형

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코딩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1) 3ha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실적이 있는 가구, (2) 임산물 판매액 연간 120

만원 이상인 가구, (3) 임업종사일수가 연간 90일 이상인 가구의 3가지

정의(산림청, 2017a)에 대해 변수가 해당되는 경우 1, 해당하지 않는 경

우 0 으로 표시하여 [표 4-11]과 같이 구분하였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 빈도 퍼센트(%) 그룹

0 0 0 0 0.00% 5

0 0 1 10 0.34% 5

0 1 0 1,320 44.94% 1

0 1 1 1,070 36.43% 3

1 0 0 41 1.40% 5

1 0 1 2 0.07% 5

1 1 0 274 9.33% 2

1 1 1 220 7.49% 4

Total 2,937 100.00%

[표 4-11]. 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그룹화

Notes: 그룹 1 = {유형 1=0, 유형 2=1, 유형 3=0}, 그룹 2 = {유형 1=1, 유형 2=1,

유형3=0}, 그룹 3 = {유형 1=0, 유형 2=1, 유형 3=1}, 그룹 4 = {유형 1=1,

유형 2=1, 유형 3=1}, 그룹 5 = {기타}

그 결과,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일인 유형 2에만 해당하는 샘플이

1,450개로 가장 많았고, 유형 2와 유형 3에 동시에 해당하는 샘플이 1,145

개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 1,2,3 모두 0인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에 일차

적으로 7개의 그룹에 대한 그룹핑을 하였다. Babulo et al.(2008)은 에디오

피아의 Tigray 지역 임가의 임업의존도에 대한 연구에서 표본이 부족한

그룹의 경우, Pooling을 통해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이들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를 ANOVA test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Baubulo et al.(2008)의 방법을 차용하여, 샘플 수가 적은 (0,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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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에 해당하는 그룹을 Pooling하여 총 5개의 그룹을 만들고 이런 그룹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룹에 대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그룹 :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2그룹 :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

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

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그룹 :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

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

구, 4 그룹 :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

으면서,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서, 연

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5 그룹 : 그 외 모든 가구이다.

임가경제통계 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전문가 확인을 통해 3ha 이상 산

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가구는 육림/벌목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구이며, 90일이상은 임업에 대한 노동시간을 집중하는

경영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그룹은 재배

임업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업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재배중심 임

업노동분산형, 2그룹은 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3그룹은 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4그룹은 육림/벌목중심 품목 임업노동집중형, 5그룹은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표 4-12]. 5가지 그룹 구분에 따른 임가특성(5자

산+3전략)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하고, 어떠한 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Post-Hoc test를 통해 확인

하였다. 분석방법은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패널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구분 임가 성격 빈도 퍼센트(%)

1그룹 재배중심-임업노동분산형 1,320 44.94%

2그룹 육림벌목업중심-임업노동분산형 274 9.33%

3그룹 재배중심-임업노동집중형 1,070 36.43%

4그룹 육림벌목업중심-임업노동집중형 220 7.49%

5그룹 기타 혼합형 53 1.81%

Total 2,937 100%

[표 4-12]. 그룹화된 임가 성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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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간 차이 분석

임가 정의에 기초하여 5가지 그룹 구분에 따른 임가특성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ANOVA test 결과, 5가지 그룹의 ANOVA test 결과값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변수 Source SS df MS F Prob
>F

Bartlett's test
for equal
variances

chi2
(4)

Prob>
chi2

임가소득

Between
groups 43.53047 4 10.88262

11.03 0.00 455.21 0.00Within
groups 2892.469 2932 0.986518

Total 2936.00 2936.00 1.00

임업소득

Between
groups 76.09 4.00 19.02

19.50 0.00 1500 0.00Within
groups 2859.91 2932.00 0.98

Total 2936.00 2936.00 1.00

임업외
소득

Between
groups 19.79 4.00 4.95

4.97 0.00 76.94 0.00Within
groups

2916.21 2932.00 0.99

Total 2936.00 2936.00 1.00

이전소득

Between
groups

9.409048 4 2.352262

2.36 0.05 28.65 0.00Within
groups

2926.591 2932 0.998155

Total 2,936 2,936 1

[표 4-13].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대한 그룹별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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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Contrast Std.Err.
Tukey

t p>|t|

임가소득

2 vs 1 -0.04 0.07 -0.55 0.98

3 vs 1 0.00 0.04 0.10 1.00

4 vs 1 0.21 0.07 2.86 0.03

5 vs 1 0.04 0.14 0.31 1.00

3 vs 2 0.04 0.07 0.61 0.97

4 vs 2 0.25 0.09 2.71 0.05

5 vs 2 0.08 0.15 0.53 0.98

4 vs 3 0.20 0.07 2.76 0.05

5 vs 3 0.04 0.14 0.27 1.00

5 vs 4 -0.17 0.15 -1.08 0.82

임업소득

2 vs 1 -0.04 0.07 -0.55 0.98

3 vs 1 0.00 0.04 0.10 1.00

4 vs 1 0.21 0.07 2.86 0.03

5 vs 1 0.04 0.14 0.31 1.00

3 vs 2 0.04 0.07 0.61 0.97

4 vs 2 0.25 0.09 2.71 0.05

5 vs 2 0.08 0.15 0.53 0.98

4 vs 3 0.20 0.07 2.76 0.05

[표 4-14]. 분산분석사후검증(Tukey): 소득원별 임가소득에대한 임가성격 구분

추가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ANOVA post-hoc analysis(Tukey HSD)를 수행했다. Contrast값이 높아

지면 t값이 높아지고, t값이 높아지면 p값은 낮아진다. p값이 0.05이하로

나타나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

외소득, 이전소득 모두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5에서 그룹 4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14].



- 120 -

변수 그룹 Contrast Std.Err.
Tukey

t p>|t|

5 vs 3 0.04 0.14 0.27 1.00

5 vs 4 -0.17 0.15 -1.08 0.82

임업외소득

2 vs 1 -0.04 0.07 -0.55 0.98

3 vs 1 0.00 0.04 0.10 1.00

4 vs 1 0.21 0.07 2.86 0.03

5 vs 1 0.04 0.14 0.31 1.00

3 vs 2 0.04 0.07 0.61 0.97

4 vs 2 0.25 0.09 2.71 0.05

5 vs 2 0.08 0.15 0.53 0.98

4 vs 3 0.20 0.07 2.76 0.05

5 vs 3 0.04 0.14 0.27 1.00

5 vs 4 -0.17 0.15 -1.08 0.82

이전소득

2 vs 1 -0.04 0.07 -0.55 0.98

3 vs 1 0.00 0.04 0.10 1.00

4 vs 1 0.21 0.07 2.86 0.03

5 vs 1 0.04 0.14 0.31 1.00

3 vs 2 0.04 0.07 0.61 0.97

4 vs 2 0.25 0.09 2.71 0.05

5 vs 2 0.08 0.15 0.53 0.98

4 vs 3 0.20 0.07 2.76 0.05

5 vs 3 0.04 0.14 0.27 1.00

5 vs 4 -0.17 0.15 -1.08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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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8 -0.20*** 0.10* 0.12**

t-value (-1.79) (-4.21) (2.32) (2.62)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6 -0.23*** 0.21*** 0.15**

t-value (-1.23) (-4.80) (4.54) (3.17)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0 0.08* -0.02

t-value (0.61) (-0.10) (2.36) (-0.70)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0 0.02 0.06

t-value (0.01) (-0.02) (0.63) (1.48)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3 0.07 0.06

t-value (0.14) (-0.73) (1.63) (1.51)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7 0.05 0.07* 0.04

t-value (1.79) (1.21) (1.99) (1.00)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4 0.01 -0.01

t-value (-0.98) (-1.06) (0.37) (-0.32)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4*** 0.14*** 0.04 0.02

t-value (3.53) (3.53) (1.13) (0.48)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5 0.00 0.02

t-value (-1.21) (-1.08) (0.06) (0.46)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2** 0.11* 0.03 0.01

t-value (2.58) (2.39) (0.61) (0.24)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5*** 0.11** 0.07 0.13**

t-value (3.63) (2.61) (1.64) (3.04)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8 0.06 -0.00 0.05

t-value (1.52) (1.20) (-0.08) (1.00)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02 0.02 0.12*

t-value (1.20) (0.40) (0.46) (2.42)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3* 0.06 0.05 0.16*

t-value (2.01) (0.99) (0.86) (2.53)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5 0.00 0.07

t-value (1.14) (0.74) (0.02) (1.11)

[표 4-15]. 임가 성격을 임가소득 영향변수에 포함한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4.2.3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임가 성격 구분에 따른 임가 특성이 임가

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결과

임가 정의에 따라 구분한 5가지 그룹을 전체 모형에 더미변수로 포함

시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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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5 0.07 0.03

t-value (1.55) (0.84) (1.13) (0.41)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5 0.02 0.07** -0.01

t-value (1.70) (0.79) (2.74) (-0.50)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0 0.01 -0.04 0.02

t-value (0.15) (0.51) (-1.50) (0.73)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4* 0.04 0.02 -0.01

t-value (1.96) (1.74) (0.91) (-0.57)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2 0.02 0.01 0.01

t-value (0.81) (0.90) (0.51) (0.55)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0 -0.04 0.04 0.07**

t-value (-0.13) (-1.41) (1.40) (2.71)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09** -0.02 -0.23*** 0.31***

t-value (-2.81) (-0.69) (-7.56) (10.20)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8*** 0.09*** -0.01 0.04

t-value (3.42) (3.98) (-0.42) (1.68)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1 -0.02 -0.00 0.03

t-value (-0.22) (-0.65) (-0.14) (1.13)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1*** 0.04 0.13*** 0.04*

t-value (5.44) (1.86) (6.62) (2.04)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1 -0.02 0.00 0.02

t-value (-0.59) (-0.95) (0.16) (0.91)

그룹 2
(참조집단: 그룹 1)

Coefficient -0.01 0.00 -0.01 -0.00

t-value (-0.22) (0.12) (-0.24) (-0.07)

그룹 3
(참조집단: 그룹 1)

Coefficient 0.03 0.07* -0.06* -0.01

t-value (0.93) (2.44) (-1.96) (-0.23)

그룹 4
(참조집단: 그룹 1)

Coefficient 0.07* 0.08* -0.01 0.03

t-value (2.18) (2.52) (-0.25) (0.95)

그룹 5
(참조집단: 그룹 1)

Coefficient -0.02 -0.03 0.01 -0.01

t-value (-1.24) (-1.58) (0.61) (-0.60)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9.00 29.00 29.00 29.00

R2 0.13 0.12 0.16 0.14

rho 0.57 0.57 0.60 0.59

sigma_u 0.70 0.70 0.71 0.72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861.80 877.90 983.72 978.62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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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임가소득
(FOI)

그룹 2의
임가소득
(FOI)

그룹 3의
임가소득
(FOI)

그룹 4의
임가소득
(FOI)

그룹 5의
임가소득
(FO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0 0.07 -0.16** -0.17 0.00

t-value (1.13) (0.37) (-2.75) (-1.26) (.)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3 0.09 -0.13* -0.14 -0.03

t-value (1.34) (0.44) (-2.16) (-1.03) (-0.30)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0 0.02 -0.01 -0.00 0.00

t-value (1.35) (0.24) (-0.11) (-0.03) (.)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3 0.01 -0.02 -0.25

t-value (0.33) (-0.28) (0.12) (-0.22) (-0.64)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3 0.06 0.03 -0.17

t-value (0.47) (-0.29) (0.61) (0.32) (-0.53)

경영종류:
수실류 Coefficient 0.03 -0.01 0.12 0.11 0.56*

[표 4-16].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성격에 따른 임가소득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을 기준으로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

동집중형)의 경우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대비 임업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외소득은 낮은 경향성을 나

타냈다. 그룹1은 재배중심 임업을 하지만 임업외활동도 많이 하여 소득

을 올리고 있는 집단이며, 그룹3은 재배중심 임업을 하면서 임업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주로 임업 소득을 올리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을 기준으로 그룹 4(육림/벌목중

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임가소득과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

냈다. 각각의 세부 그룹별로 소득원별 소득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5개 그룹을 구분하여 임가소득[표 4-16], 임업소

득[표 4-17], 임업외소득[표 4-18], 이전소득[표 4-19]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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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임가소득
(FOI)

그룹 2의
임가소득
(FOI)

그룹 3의
임가소득
(FOI)

그룹 4의
임가소득
(FOI)

그룹 5의
임가소득
(FOI)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t-value (0.39) (-0.12) (1.25) (0.88) (2.06)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9 0.05 -0.17 0.00

t-value (-0.48) (-1.07) (0.62) (-1.86) (.)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6* 0.02 0.19* 0.12 0.00

t-value (2.13) (0.22) (2.14) (1.36) (.)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4 -0.04 -0.07 -0.32

t-value (0.41) (-0.40) (-0.37) (-0.69) (-1.01)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01 0.28*** 0.00 0.54

t-value (0.51) (-0.04) (4.15) (.) (1.21)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5** -0.07 0.20* 0.42* 0.16

t-value (2.70) (-0.55) (2.35) (2.07) (0.60)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3 -0.00 0.21 0.29 0.20

t-value (0.40) (-0.04) (1.93) (1.17) (0.77)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3 0.12 0.19 0.00

t-value (1.26) (-0.24) (1.15) (1.07) (0.01)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5 -0.17 0.23 0.30 0.73

t-value (1.68) (-1.05) (1.74) (1.02) (1.87)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05 0.18 0.05 0.65

t-value (0.66) (0.27) (1.35) (0.23) (1.42)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3 0.06 0.25* 0.24 0.23

t-value (0.30) (0.33) (2.06) (0.84) (0.57)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7 0.10 0.03 -0.02 -0.58

t-value (1.81) (1.19) (0.64) (-0.28) (-1.29)

임지면적 Coefficient 0.03 -0.06 -0.04 -0.02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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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임가소득
(FOI)

그룹 2의
임가소득
(FOI)

그룹 3의
임가소득
(FOI)

그룹 4의
임가소득
(FOI)

그룹 5의
임가소득
(FOI)

(ha) t-value (1.05) (-0.69) (-1.44) (-0.29) (0.73)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8* 0.09 0.02 -0.00 0.10

t-value (2.31) (1.30) (0.51) (-0.01) (0.97)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8 0.02 0.05 0.20* -0.26

t-value (-1.80) (0.24) (1.03) (2.34) (-1.07)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0 -0.02 -0.01 0.12 -0.48

t-value (0.05) (-0.22) (-0.25) (1.52) (-1.49)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17*** -0.10 0.02 -0.23* -0.47

t-value (-3.75) (-1.13) (0.38) (-2.20) (-1.47)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4 0.27*** 0.11*** -0.04 0.01

t-value (-1.50) (4.19) (3.40) (-0.55) (0.03)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4 0.06 -0.04 0.10 0.01

t-value (1.06) (0.70) (-1.17) (1.07) (0.08)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5*** 0.12 0.08* 0.05 0.33

t-value (4.78) (1.64) (2.39) (0.59) (1.17)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2 0.08 -0.02 -0.16 0.72*

t-value (-0.41) (0.96) (-0.64) (-1.86) (2.17)

Observations 1,320 274 1,070 220 53

Degree of Freedom 25.00 25.00 25.00 24.00 21.00

R2 0.15 0.18 0.15 0.41 0.52

rho 0.48 0.33 0.65 0.26 0.94

sigma_u 0.47 0.37 0.94 0.49 0.87

sigma_e 0.49 0.53 0.69 0.83 0.21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272.93 13.38 411.73 1.65 1.28

(0.00) (0.00) (0.00) (0.10) (0.13)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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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가소득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의 경우, [업종]에서 육림/벌목업 보

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일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

며, [지역]에서 충청북도의 임가가 경기도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

향을 나타냈다.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

며, [가구주 나이]는 낮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예금]

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전업 임가

에 비해 겸업 임가(임업주업, 임업부엄)의 임가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

타냈다. 또한, 그룹 1과 마찬가지로 [업종]에서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

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에 위치한 임가

가 경기도에 위치한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왔다.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우, [지역]에서 경기도 지

역 임가보다 충청북도 임가의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업종]에서 수실류를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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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임업소득
(FMI)

그룹 2의
임업소득
(FMI)

그룹 3의
임업소득
(FMI)

그룹 4의
임업소득
(FMI)

그룹 5의
임업소득
(FM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1 -0.51** -0.21*** -0.34* 0.00

t-value -1.12 (-2.71) (-3.51) (-2.36) (.)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2 -0.57** -0.23*** -0.36* -0.04

t-value -0.16 (-2.91) (-3.82) (-2.54) (-0.71)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01 0.01 0.00 0.00

t-value -1.25 -0.16 -0.21 (-0.03) (.)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4 0.01 -0.01 -0.77

t-value -0.67 (-0.42) -0.18 (-0.10) (-1.79)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12 0.02 0.02 -0.24

t-value -0.56 (-1.35) -0.18 -0.19 (-1.32)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7 0.07 0.14 0.08

t-value -0.85 (-0.89) -0.76 -1.03 -0.53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2 0.04 -0.21* 0.00

t-value (-0.65) (-0.31) -0.44 (-2.19) (.)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29*** 0.01 0.19* 0.07 -0.80

t-value -4.14 -0.17 -2.18 -0.78 (-1.68)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03 -0.04 -0.07 -0.46*

t-value -1.21 (-0.37) (-0.38) (-0.73) (-2.57)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26 0.27*** 0.00 0.06

t-value -1.01 (-1.81) -4.06 (.) -0.23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4** -0.23* 0.15 0.33 -0.15

t-value -2.79 (-2.01) -1.76 -1.55 (-1.02)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16 0.18 0.17 0.23

t-value -0.96 (-1.36) -1.63 -0.64 -1.61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20 0.08 0.06 -0.01

t-value -1.52 (-1.74) -0.82 -0.32 (-0.06)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Coefficient 0.06 -0.46** 0.18 0.14 0.33

[표 4-17].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성격에 따른 임업소득



- 128 -

변수
그룹 1의
임업소득
(FMI)

그룹 2의
임업소득
(FMI)

그룹 3의
임업소득
(FMI)

그룹 4의
임업소득
(FMI)

그룹 5의
임업소득
(FMI)

경기도) t-value -0.80 (-3.11) -1.43 -0.45 -1.54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29+ 0.18 -0.04 0.28

t-value -0.86 (-1.76) -1.33 (-0.21) -1.09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3 -0.36* 0.21 0.03 0.03

t-value -0.44 (-2.06) -1.77 -0.11 -0.15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1 0.02 0.03 -0.04 -1.16*

t-value -0.42 -0.23 -0.55 (-0.53) (-2.05)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1 0.03 -0.04 -0.02 -0.53**

t-value -0.19 -0.42 (-1.42) (-0.27) (-3.29)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13*** 0.12 0.02 0.01 0.15*

t-value -4.01 -1.81 -0.48 -0.07 -2.13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6 0.10 0.03 0.14 0.08

t-value (-1.59) -1.16 -0.62 -1.57 -0.61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2 -0.01 -0.05 0.02 -0.16

t-value (-0.73) (-0.09) (-1.03) -0.19 (-0.88)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03 0.03 0.01 -0.18 0.36*

t-value (-0.80) -0.34 -0.13 (-1.61) -2.04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2 0.39*** 0.11*** -0.05 -0.20

t-value (-0.51) -6.46 -3.42 (-0.61) (-1.55)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2 -0.05 -0.06 0.08 0.11

t-value (-0.59) (-0.66) (-1.48) -0.83 -1.10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01 0.13 0.05 -0.01 0.14

t-value -0.21 -1.83 -1.36 (-0.13) -0.91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3 -0.01 -0.04 -0.10 0.17

t-value -0.94 (-0.18) (-1.11) (-1.13) -0.91

Observations 1,320 274 1,070 220 53

Degree of Freedom 23.00 25.00 25.00 24.00 21.00

R2 0.11 0.28 0.15 0.35 0.84

rho 0.21 0.25 0.67 0.23 0.92

sigma_u 0.21 0.20 1.07 0.5 0.18

sigma_e 0.41 0.35 0.75 0.91 0.05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43.36 3.17 437.97 1.03 .

(0.00) (0.04) (0.00) (0.16) .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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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소득

그룹 1의 경우, [업종]에서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높은 임업소득을 보이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지

역]에 따라서는 충청북도 임가가 경기도 임가보다 임업 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지면적]이 클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2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겸업 임가일수록 전업 임가보다 임업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서 충청

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보다 임업소득

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3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겸업 임가일수록 전엄 입가보다 임업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에서는 그룹 1과

마찬가지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일수록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

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지역]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비해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임가일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4의 경우, 그룹 2, 그룹 3과 마찬가지로 [임가 유형]에서 겸업 임

가일수록 전업 임가보다 임업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업종]에

서 버섯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일수록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

다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5의 경우, [업종]에서 기타재배업의 경우 육림/벌목업보다 임업소

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또한, [가구경영주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일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임지면적]이 많을수

록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반면,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

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가구주의 나이는 많을수록 임업소

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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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임업외소득
(EFMI)

그룹 2의
임업외소득
(EFMI)

그룹 3의
임업외소득
(EFMI)

그룹 4의
임업외소득
(EFMI)

그룹 5의
임업외소득
(EFM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9 0.33 0.08 0.06 2.99

t-value (1.10) (1.70) (1.27) (0.59) (1.86)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6 0.42* 0.23*** 0.12 2.98

t-value (1.86) (2.09) (3.63) (1.12) (1.85)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07 0.04 -0.02 0.00

t-value (1.39) (0.76) (0.88) (-0.34) (.)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0 0.05 -0.04 -0.28

t-value (0.46) (-0.03) (0.67) (-0.36) (-0.70)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10 0.24* -0.07 0.06

t-value (0.15) (0.99) (2.19) (-0.71) (0.20)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5 0.24* -0.06 0.47

t-value (0.26) (0.69) (2.54) (-0.57) (1.74)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6 0.11 -0.08 0.00

t-value (0.59) (-0.81) (1.25) (-0.88) (.)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2 0.10 0.05 0.00

t-value (0.22) (0.33) (1.15) (0.45) (.)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6 0.13 -0.10 -0.05

t-value (-0.24) (-0.71) (1.17) (-1.04) (-0.16)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1 0.06 0.03 0.00 0.63

t-value (-0.13) (0.40) (0.45) (.) (1.45)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04 0.07 0.25 0.17

t-value (0.99) (0.34) (0.82) (1.07) (0.63)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00 0.02 0.25 0.11

t-value (-0.76) (0.03) (0.15) (0.77) (0.42)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Coefficient -0.00 0.05 -0.02 0.29 0.00

t-value (-0.01) (0.45) (-0.25) (1.27) (0.01)

[표 4-18].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성격에 따른 임업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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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6 -0.03 0.38 0.60

t-value (0.92) (-0.35) (-0.27) (0.99) (1.56)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3 0.12 -0.08 0.10 0.63

t-value (-0.35) (0.66) (-0.60) (0.38) (1.40)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0 0.24 0.04 0.47 0.06

t-value (-0.03) (1.30) (0.33) (1.31) (0.14)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8 0.15 0.08 0.11 -0.63

t-value (1.85) (1.82) (1.72) (1.07) (-1.43)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7** -0.09 0.00 -0.05 0.51

t-value (-2.98) (-1.13) (0.15) (-0.72) (1.82)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4 0.01 0.01 0.03 0.00

t-value (1.29) (0.11) (0.15) (0.42) (0.03)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1 -0.01 -0.01 0.16 -0.32

t-value (-0.25) (-0.10) (-0.17) (1.92) (-1.37)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1 -0.05 0.06 0.27** -0.48

t-value (0.32) (-0.55) (1.35) (2.68) (-1.50)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28*** -0.22** -0.13* -0.22 -0.69*

t-value (-6.04) (-2.59) (-2.45) (-1.81) (-2.30)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1 0.03 0.01 -0.09 0.00

t-value (-0.41) (0.43) (0.22) (-1.41) (0.01)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5 0.10 0.00 0.17* -0.05

t-value (1.27) (1.16) (0.13) (2.02) (-0.25)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7*** -0.04 0.11** 0.14* 0.14

t-value (5.81) (-0.49) (3.16) (1.98) (0.53)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5 0.12 0.02 -0.19 0.69*

t-value (-1.50) (1.56) (0.56) (-1.94) (2.19)

Observations 1,320 274 1,070 220 53

Degree of Freedom 25.00 25.00 25.00 24.00 22.00

R2 0.20 0.22 0.14 0.40 0.53

rho 0.64 0.30 0.63 0.76 0.96

sigma_u 0.76 0.54 0.64 0.70 1.90

sigma_e 0.57 0.81 0.50 0.39 0.38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481.78 12.69 362.24 73.61 .

0.00 0.00 0.00 0.00 .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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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외소득

그룹 1의 경우, [임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

타냈으며, [가구주 나이]가 적을수록,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2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임업부업 가구가 임업전업 가구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임업주업의 경우 임업전업 가

구와 임업외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주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3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임업부업 가구가 임업전업 가구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임업주업의 경우 임업전업 가

구와 임업외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업종]에서는 떫은

감 재배업과 수실류 업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

가에 비해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가구주 나이]가 적을

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고,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

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4의 경우,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

타냈고,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또한,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으로 나타냈다.

그룹 5의 경우, [가구주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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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이전소득

(TI)

그룹 2의
이전소득

(TI)

그룹 3의
이전소득

(TI)

그룹 4의
이전소득

(TI)

그룹 5의
이전소득

(T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2 0.02 0.01 0.51*** 0.00

t-value (1.26) (0.16) (0.18) (3.51) (.)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0 0.13 0.08 0.49*** -0.02

t-value (1.06) (0.99) (1.35) (3.51) (-0.50)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6 -0.04 0.05 -0.07 0.00

t-value (-0.78) (-0.47) (1.12) (-0.79) (.)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10 0.06 -0.00 0.16

t-value (1.16) (0.99) (0.86) (-0.03) (1.36)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6 -0.11 0.13 -0.02 -0.26*

t-value (0.80) (-1.05) (1.28) (-0.16) (-2.36)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6 0.06 -0.15 0.42***

t-value (0.43) (0.75) (0.67) (-1.03) (5.16)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3 0.08 -0.22 0.00

t-value (-0.97) (0.29) (0.98) (-1.94) (.)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1 0.10 -0.15 0.00

t-value (0.02) (-0.15) (1.24) (-1.13) (.)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3 0.06 0.04 -0.32**

t-value (-0.01) (0.34) (0.52) (0.34) (-2.87)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2 0.26 0.03 0.00 -0.13

t-value (-0.27) (1.44) (0.50) (.) (-0.94)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9 0.30*** 0.45 0.11

t-value (1.74) (0.63) (4.00) (1.60) (1.27)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36* 0.26** 0.48 0.15

t-value (-0.49) (2.49) (2.76) (1.27) (1.74)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10 0.29*** 0.41 0.00

t-value (0.82) (0.74) (3.30) (1.56) (0.02)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8 0.41* 0.39*** 0.62 0.17

t-value (0.87) (2.22) (3.51) (1.37) (1.37)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2 0.26 0.27* 0.46 0.04

t-value (0.16) (1.29) (2.33) (1.48) (0.26)

[표 4-19].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정의에 따른 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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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1의
이전소득

(TI)

그룹 2의
이전소득

(TI)

그룹 3의
이전소득

(TI)

그룹 4의
이전소득

(TI)

그룹 5의
이전소득

(TI)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29 0.19+ 0.39 -0.01

t-value (-0.46) (1.38) (1.86) (0.93) (-0.11)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5 -0.10 -0.08* -0.04 0.07

t-value (1.10) (-1.00) (-1.99) (-0.36) (0.52)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3 0.06 -0.04 -0.06 0.00

t-value (1.08) (0.81) (-1.28) (-0.67) (0.05)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3 0.00 -0.03 -0.05 0.09

t-value (-0.74) (0.12) (-0.84) (-0.58) (1.66)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1 -0.04 0.14*** -0.16 0.19*

t-value (-0.32) (-0.43) (3.47) (-1.49) (2.45)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2 0.15 0.10* 0.05 0.11

t-value (0.53) (1.50) (2.43) (0.43) (1.13)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22*** 0.31** 0.54*** -0.16 0.47***

t-value (4.59) (3.20) (11.43) (-1.10) (4.32)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1 0.04 0.01 0.31*** 0.24**

t-value (-0.56) (1.06) (0.22) (3.51) (2.63)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3 0.04 0.06 -0.03 0.00

t-value (0.87) (0.52) (1.79) (-0.26) (0.04)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02 0.04 0.10** 0.02 0.51***

t-value (0.68) (0.85) (3.00) (0.27) (5.33)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2 0.01 0.08* -0.19 0.13

t-value (-0.44) (0.08) (2.42) (-1.62) (1.17)

Observations 1,320 274 1,070 220 53

Degree of Freedom 25.00 25.00 25.00 24.00 21.00

R2 0.12 0.28 0.29 0.16 0.93

rho 0.55 0.81 0.52 0.67 0.79

sigma_u 0.73 0.77 0.57 0.87 0.43

sigma_e 0.66 0.38 0.55 0.61 0.22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369.58 147.57 255.61 52.61 9.38

0.00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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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소득

그룹 1의 경우,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룹 2의 경우, [지역]에서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룹 3의 경우, [지역]에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

상북도에 속한 임가의 이전소득이 경기도 지역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

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예금]과 [부채]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룹 4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겸업에 해당하는 임업 주업과 부업 모

두에서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노동시간]이 많

을수록 이전소득도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5의 경우, [업종]에서 떫은감 재배업과 기타재배업에 종사하는 임

가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

냈으며, 이와 반대로 수실류에 종사하는 임가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가구원 수], [가구주 나

이], [노동시간],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 각각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4-20]와 같다. 순차적 설명 양-

질 분석 방법에 따라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

과는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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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소득종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자본

인적

자본

가구원수 0(4그룹) 0(3그룹), 0(5그룹)

가구 경영주 성별 0(5그룹)

가구 경영주 나이 0(1그룹), 0(4그룹)
0(1그룹), 0(2그룹)

0(3그룹), 0(5그룹)

0(1그룹), 0(2그룹)

0(3그룹), 0(5그룹)

가구 경영주 교육수준 0(4그룹) 0(3그룹)

노동력 0(2그룹), 0(3그룹) 0(2그룹), 0(3그룹) 0(4그룹), 0(5그룹)

물리적

자본
고정자본 0(4그룹)

재정적

자본

예금 0(1그룹), 0(3그룹)
0(1그룹), 0(3그룹)

0(4그룹)
0(3그룹), 0(5그룹)

부채 0(5그룹) 0(5그룹) 0(3그룹)

자연

자본

임지면적 0(5그룹) 0(1그룹)

경지면적 0(1그룹) 0(1그룹), 0(5그룹)

사회적

자본
해당변수 없음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전략

임업 업종

육림/벌목업,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떫은감재배업,

수실류(밤, 떫은감 제외),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업

0(1그룹), 0(3그룹)

0(5그룹)

0(1그룹), 0(3그룹)

0(4그룹), 0(5그룹)
0(3그룹) 0(5그룹)

임가 유형
임업 전업, 임업 겸업 주업,

임업 겸업 부업
0(3그룹)

0(2그룹), 0(3그룹)

0(4그룹)
0(2그룹), 0(3그룹) 0(4그룹)

임업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0(1그룹), 0(3그룹)

0(4그룹)

0(1그룹), 0(2그룹)

0(3그룹)
0(2그룹), 0(3그룹)

[표 4-20]. 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구분 시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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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 분석 결과(양적 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조경업을 업종 전

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수실류를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 임가보다 임

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임가 유형]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전업임가에 비해 겸업 주업, 겸업 부업 임가의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③ [지역]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

동 집중형)의 경우 행정 지역에 따른 임가소득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는 행정 지역에 대해서 유의한 임가소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경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노동시간]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예금]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가구주 나이]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낮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가구원 수]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⑨ [부채] :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부채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표 4-21]. 순차적 설명 양-질 분석을 통한 임가소득 결정요인(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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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소득

① [업종]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조경업을 업종 전

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우 버섯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일수록 육림/벌

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기타재배업

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하는 임가의 경우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낮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② [임가 유형]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

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겸업(주업, 부업) 임가일수록, 전업 임가보다 임업 소득이 낮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③ [지역]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

동집중형)의 경우 행정 지역에 따른 임업소득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와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는 행정 지역에 대해서 유의한 임업소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경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

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노동시간]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나이] :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가구주 성별] :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가구주 성별이 여자에 비해 남자일 경우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⑧ [임지면적] :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임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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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외

소득

① [업종]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떫은감 재배업과 수실류 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임가 유형]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겸업부

업 가구가 전업 가구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겸업주업의 경우 전업 가구와 임업외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예금]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

노동 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④ [가구주 나이]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

냈다.

⑤ [임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의 경우 임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교육연수]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⑦ [고정자본]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⑧ [부채] :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전

소득

① [업종] :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떫은감 재배업과 기타 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

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수

실류 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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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② [임가 유형]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겸업부업과 겸업주업 모두 전업가구보다 이전

소득인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③ [지역]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행정 지역에 따른

이전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구주 나이]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노동시간]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

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원수]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전 소득

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예금]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부채]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⑨ [교육연수]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나타냈다.

구분 임업인 및 전문가 인터뷰(질적 분석 – 현상학적 연구)

임가

소득

① [업종] : 조경재업은 확실히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으며, 노동투자 시간도 많이 안든다. 중요

한건 판로확보인데, 대규모로 조경재업을 하는 사람들은 판로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업종은 몰라도 야생

화, 분재, 조경수가 포함된 조경재업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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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임업인A, 임업인B).

② [임가 유형] : 임가 유형을 정의로 대상을 구분한건 의미 있는 시도인 거 같다(전문가A, 전문가C). 현재

정부 정책들이 이런 유형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못하고 있다. 임가경제조사에서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

일 이상인 가구라는 것은 임가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성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임

업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전문가A). 산림 3ha이상 보유하고, 5년간 산

림 실적이 있는 사람은 재배업, 채취업이 아니라 육림/벌목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구다(전문가B). 물론 육

림/벌목업만 가지고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전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겸업으로 할 것이다(임업인C, 전문가

A, 전문가B). 농업 가구 유형을 보면, 주업형 전업농과 부업형 전업농이 있다. 주업형 전업농한테는 이

전소득이나 정부지원 같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확고한 경영철학과 튼튼한 자본을

바탕으로 보조금은 신경을 쓰지 않고,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즉, 투자 비용에 더 많은 신경을 쓴

다. 하지만 부업형 전업농의 경우, 이전 소득에 아주 민감하다. 이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한

다. 따라서 실제 주업형 전업농에 대해서는 토지를 싸게 임대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가야하고, 부

업형 전업농의 경우에는 토지 임대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마련에 포커스

를 맞추는 정책을 펴야한다(임업인 A). 임업도 정의 구분에 따라 유의미하게 영향하는 자원 특성 및 전

략을 밝히면, 이런 맞춤형 시사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임업인 B).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에서 전업 임가에 비해 겸업 주업, 겸업 부업 임가의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임가의 86.7%이상

이 재배 임업 중심인데, 겸업을 하는 임가보다 전업을 하는 임가가 전체 가구 소득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경험적으로도 맞는 사실이다(임업인A, 임업인B).

④ [경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을 비교했을 때 경험

적으로 임업노동분산형이면서 경지면적이 많다는 것은 조경재업이라고 본다(임업인A). 조경재업은 노동

시간이 많이 투입이 안되는 업종이다. 수실류는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임업인A, 임업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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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업노동집중형에는 수실류 중심 혹은 임산물의 품목을 다양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임업인

A). 따라서 경지면적 보다는 업종 전략 선택에 따른 소득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임업노동분산형은 특정

품목에서 나오는 소득이므로 그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크기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임업인A).

⑧ [가구원 수] : 가구원수는 겸업주업, 겸업부업을 비교해보면 좋겠다. 주업과 부업을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게 맞다. 그룹4는 임업노동집중형으로 연간 90일 이상을 한다는 것은 겸업주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임가 소득이니까 겸업주업이면 당연히 2명 보다 4명에 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겸

업부업은 다른 이야기다. 사람 수에 관계없이 부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가령 내가 직장을 다니

면서 부업으로 300평 대추 나무를 심었다. 나는 겸업부업을 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 월급이

높을 경우 가구원수는 중요하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임가 소득으로 잡히지만, 임업외소득이 높은 것이다

(전문가A).

임업

소득

② [임가 유형] : 그룹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을 비교했을 때 그룹3에

서만 전업과 겸업의 임업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는 전업이 많

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임업인A). 전업은 대부분 임업노동시간이 90일 이상이 넘는다(임업인

A, 임업인B). 그룹 3에서는 전업과 겸업이 다 포함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당연이 전업의 임업소득이 높

다.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전업을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룹 1(재배중

심 임업노동분산형)은 전업, 겸업 전략 선택에 따른 임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

가A).

④ [경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을 비교해서 이야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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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그룹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같은 경우 전략 품목이 정해져 있고, 그룹 3(재배중심 임업

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 시간이 많다는 것은 업종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다양한 품목을 재배한다고 할 수

있다(임업인B). 따라서 그룹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은 재배업이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어 경지면

적이 임업소득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룹 3에서는 채취업 등 경지면적과는 상관 없는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임업인A, 임업인B).

이런 결과에 비춰 볼 때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은 품목 집중형으로 이런 임가에는 경지면적이 임

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휴경지를 경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지 임대 지원이 필요하고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과 같은 품목 분산형은 채취업 등 경지면적과 상관없는 업종이 존재함으로 자

금 마련 저리 지원을 펼치면 좋을 것 같다(임업인A, 전문가C).

⑤ [노동시간]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은 수실류 혹은 다양한 업

종에 종사하는 임가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투입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임업인A, 임

업인B).

임업외

소득

② [임가 유형]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겸업주업에서는 임업외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고 겸업부업 가구가 전업 가구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임업은 작게

하는데 농사를 크게 하는 가구의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농형 임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

이며, 그룹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했을 때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이러한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것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임업인A, 전문가A).

③ [예금]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

동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전체 분석에서 예금이 임업외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임가가 보유한 자원이 임업소득을 올리는데 보다 임업외소득을 올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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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 특정 그룹의 임가에서 이런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임업인A, 임업인B, 전문가A).

④ [가구주 나이] : 전 그룹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난다는 것은 임가의 젊은 층은 노동집약적인 임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이 덜한 임업외

소득원을 더 활발히 찾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우리 동네에도 보면 젊은 가구 경영

주 원들이 인터넷도 활용하고, 포장같은 것도 예쁘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임업인A, 임업인B, 임

업인C).

이전

소득

② [임가 유형] : 정의별로 세분화하였을 때 다양한 변수들이 나왔는데, 전체 임가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정의

에 따른 그룹으로 세분화하였을 때와 일정하게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면 그것이 중요한 변

수라고 할 수 있다(전문가A, 전문가C). 그룹 4(육림/벌목업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겸업부업과 겸업주

업 모두 전업가구보다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많아서 그렇다

(임업인A, 임업인B). 임가의 많은 대상들이 농업가구이기도 하다. 농업부문에서의 생산량이 많고 임업도

함께 겸하는 경우인데, 농업 부문이 임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금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상

공적 보조금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고(임업인A, 임업인B), 육림/벌목업중심 임업노

동집중형 가구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은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임업인 C).

⑨ [교육연수]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

성을 나타냈는데, 특히 그룹 3의 경우는 업종이 농업과 비슷하여, 보조금 정책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

다. 이럴 때 실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는 그냥 원래 하던대로 불만없이 묵묵히 업에 종사하고,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우 발빠르게 움직인다(임업인A, 임업인B). 재배중심이면

서 임업에 노동시간 투입이 많은 집단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이전소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한데 의미가 있다(전문가A, 전문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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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 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조경업을 업종 전

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수실류를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 임가보다 임

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전략 선택은 임가소득 결정요인이며, 임가의 성격별로 유의미하게 소득을 결정하는 업종에는 차이

가 존재함.

② [임가 유형]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전업임가에 비해 겸업 주업, 겸업 부업 임가의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임가 유형 선택은 임가소득 결정요인이며, 특히 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에서 전업을 하는 임가가

겸업을 하는 임가보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냄.

④ [경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경지면적은 임가소득 결정요인이며,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그룹 1분

위의 임가들에게는 농산촌에 있는 휴경지를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임가소득을 올

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⑧ [가구원 수]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 가구원수가 많으면 가구 수입이 늘지만 지출도 늘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성격의 그룹

에서는 가구원 수가 임가소득을 올리는데 유의한 결정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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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소득

① [업종]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조경재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우 버섯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일수록 육

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기타재

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하는 임가의 경우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

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업종 전략 선택은 임업소득 결정요인이며, 임가의 성격별로 유의하게 소득을 결정하는 업종에는 차이가 존재함.

② [임가 유형] : 그룹3에서만 전업과 겸업의 임업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전업을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이 임가소득 증대에 유리하지만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은 전업, 겸업 전략 선택에 따른 임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없음.

④ [경지면적]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

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냄.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은 휴경지를 경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지 임대 지원이 필요하고

그룹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은 저리 자금 지원을 펼치면 좋을 것 같다.

⑤ [노동시간]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노동시간은 임업소득 결정요인인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성격의 임가 대상이 있음.

임업외소

득

② [임가 유형] :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겸업부

업 가구가 전업 가구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겸업주업의 경우 전업 가구와 임업외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부농형 임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이며, 그룹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두



- 147 -

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이 존재함.

③ [예금]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

노동 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예금이 임업외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임가가 보유한 자원이 임업소득을 올리는데 보다 임업

외소득을 올리는데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고, 특정 그룹의 임가에서 이런 현상이 유

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④ [가구주 나이] :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

냈다.

→ 전 그룹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

고 있음. 이는, 임가의 젊은 층은 노동집약적인 임업보다는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임업외소득원

을 더 활발히 찾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음.

이전

소득

② [임가 유형] :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겸업부업과 겸업주업 모두 전업가구보다 이전

소득인 높은 경향성

→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농업 부문이 임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금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적 보조금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

⑨ [교육연수] :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난 결과는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맥락

을 같이 함. 다만 특정 집단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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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소결

임가 정의에 기초한 그룹별 소득 결정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소득에서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

노동집중형)에서는 업종 전략으로 조경업을 선택한 임가의 소득이 업종

전략으로 육림/벌목업을 전략을 선택한 임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

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업종 전략 선택은

임가소득의 결정요인이며, 임가의 성격별로 유의하게 소득을 결정하는 업

종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에서는 임가 유형 선택이 유의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룹 3에서는 전업을 하는 임가가 겸업을 하는 임가보다 가구 전체의 소득

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서는 경지면적이 가구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는 가구원 수가 유의한 가구소

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룹 3 임가(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는 전

업 전략선택이 가구 소득 증진에 유효하며, 그룹 1 임가(재배중심 임업노

동분산형)에 대해서는 농산촌에 있는 휴경지를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지역에 따라 그룹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임가 소득 증대 지원 정책을 수행할 때 지역 특

성 및 임가의 성격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임업소득의 경우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만 전업과 겸업

의 임업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

형)의 경우, 전업을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이 임가소득 증대에 유리하지만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은 전업, 겸업 전략 선택에 따른 임업소

득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은 대부분 임업노동시

간이 90일 이상이 넘으며(임업인A, 임업인B),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는 전업과 겸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룹3의 임가소득에

있어서 임가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임업소득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서는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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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이런 결과에 비춰볼 때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은 휴경지를 경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지 임대 지원

이 필요하고 그룹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은 저리 자금 자금 지원을 펼

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룹2와 그룹3에서 특

히, 노동시간이 임업소득 결정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특정 성격의 임

가에 더 노동시간이 더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업외소득에서는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

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겸업부업 가구가 전업 가구보다 임업외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겸업주업의 경우 전업 가구와 임업외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임가에 부농형 임업인들

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임업인A).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

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이는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금이 임업외소득 결

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임가가 보유한 자원이 임업소득을 올리는데 보

다 임업외소득을 올리는데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고,

특정 그룹의 임가에서 이런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

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

우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이 또한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임

가의 젊은 층은 노동집약적인 임업보다는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임업외소득원을 더 활발히 찾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

며, 특정 그룹의 임가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소득에서는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임가전체

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겸업부업과 겸업주업 모두 전업가구

보다 이전소득인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

는 임가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농업 부문이 임업 부문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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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보조금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적 보조금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임업인A, 임업인B). 하지만 그룹4에서 이러한 점이 두

드러지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다.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주

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그룹 3

의 경우는 업종이 농업과 비슷하여, 보조금 정책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임업인A, 임업인B).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교육수준이 이

전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재배중심이면서 임업에 노동

시간 투입이 많은 집단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이전소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1절에서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임가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

치는 요인과 4.2절에서 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

했을 때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가소

득에서는 그룹 3 임가가 전업 임가에 비해 겸업 임가의 소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 4.1절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임가유형이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고, 임업소득에서는 그룹 5에서 가구경영주 성별과 임지면적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업외소득에서는 그룹 4에서 가구 경영주

교육수준과 고정자본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그룹에서는 임

지면적, 그룹 3에서는 업종이, 그룹 5에서는 부채가 각각 유의한 결정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에서는 그룹 3에서 가구원수, 부채가 그룹 5에서는

노동시간과 임업업종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가 전체 대상으로 분석

한 임가소득 결정요인과 본 절에서의 나타난 결과 비교를 중심으로한 주

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를 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

격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분석했을 때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는 다른 임가의 자본과 전략 요인이 소득원별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임가 유형 선택이 특정 집단(그룹 3: 재배중심 임

업노동집중형)에서는 임가소득 결정요인이며, 이 집단의 임가에서는 전업

을 하는 임가가 겸업을 하는 임가보다 가구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

다. 셋째, 임지면적도 특정 집단에서는 임업 소득 결정요인에 해당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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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그룹에 따라 산림정책의 임

업인 소득에의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대상에 맞는 소득 지원 정책을 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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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득수준에 따른 임가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4.3.1 분석 대상 선정 배경 및 기술적 통계

소득 수준별로 임가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Dash & Behera., 2016) 결과에 따라, 임가의 소득 수준별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이 다를 것이고, 임가 스스로도 집중할 수 있

는 부분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대한민국 임가에서는 소득수준

에 따라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결정에 미치는 유의

미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정해 볼 것이다. 이때, 가구의 소득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한 Dash & Behera (2016)의 방법을 차용해 소득 분위를 4분위로 구

분하고, 각각 분위에서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937개의 데이터

를 임가소득을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하여 그룹을 만들었다. 각각 종속

변수별로 임가의 소득 수준 분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22]와 같다.

소득수준 1분위의 평균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은

각각 –79,292원, -7,576,096원, -3,798,559원, 6,096,417원 이었다. 소득수

준 2분위의 평균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은 각각

17,100,000원, 1,608,526원, 4,598,541원, 6,593,783원 이었다. 소득수준 3분

위의 평균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은 각각 31,500,000

원, 6,651,820원, 13,400,000원, 6,260,760원 이었다. 소득수준 4분위의 평균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은 각각 84,800,000원,

44,600,000원, 40,000,000원, 5,668,72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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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분위 빈도 Mean Std. Dev. Min Max

임업
가구
소득
(FOI)

1 0-25% 735 -79,292 15,100,000 -122,000,000 11,500,000

2 25-50% 734 17,100,000 3,342,187 11,600,000 23,000,000

3 50-75% 734 31,500,000 5,300,734 23,000,000 41,700,000

4 75-100% 734 84,800,000 73,800,000 41,700,000 932,000,000

임업
소득
(FMI)

1 0-25% 736 -7,576,096 13,900,000 -141,000,000 0

2 25-50% 733 1,608,526 961,582 804 3,383,758

3 50-75% 34 6,651,820 2,287,874 3,387,215 11,500,000

4 75-100% 734 44,600,000 71,800,000 11,500,000 935,000,000

임업외
소득

(EFMI)

1 0-25% 735 -3,798,559 11,900,000 -158,000,000 1,689,306

2 25-50% 734 4,598,541 1,814,947 1,691,350 8,009,420

3 50-75% 734 13,400,000 3,512,028 8,036,332 20,300,000

4 75-100% 734 40,000,000 26,400,000 20,300,000 237,000,000

이전
소득
(TI)

1 0-25% 735 6,096,417 7,345,123 0 64,600,000

2 25-50% 734 6,593,783 5,690,082 0 46,200,000

3 50-75% 734 6,260,760 6,371,419 0 56,800,000

4 75-100% 734 5,668,727 8,077,938 0 118,000,000

Note: Unit is Korean Won(￦), Quartile is divided by the syntax ‘xtile’ using STATA 14

[표 4-22]. 소득원별 임가소득의 소득수준 분위에 대한 기술통계

4.3.2 임가소득 영향변수에 따른 소득원별 임가소득 간 차이 분석

임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가특성(5SLA+3LS)이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ANOVA TEST 결과, 4가지 그룹의 ANOVA TEST 결과값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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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Source SS df MS F Prob>
F

Bartlett's test
for equal
variances

chi2(3)
Prob
>chi2

임가소득
(FOI)

Between
groups 1216.20 3.00 405.40

691.38 0.00 6.8e+03 0.00Within
groups 1719.80 2933.00 0.59

Total 2936.00 2936.00 1.00

임업소득
(FMI)

Between
groups 668.81 3.00 222.94

288.40 0.00 9.8e+03 0.00Within
groups 2267.19 2933.00 0.77

Total 2936.00 2936.00 1.00

임업외소득
(EFMI)

Between
groups 1641.98 3.00 547.33

1240.56 0.00 4.6e+03 0.00Within
groups 1294.02 2933.00 0.44

Total 2936.00 2936.00 1.00

이전소득
(TI)

Between
groups 6.77 3.00 2.26

2.26 0.08 103.3213 0.00Within
groups 2929.23 2933.00 1.00

Total 2936.00 2936.00 1.00

[표 4-23].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대한 임가 소득수준의 분산분석

이와 함께, 어떤 요인에 의해 그룹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ANOVA post-hoc analysis(Tukey)를 수행했다. 그 결과, 임가소득, 임

업소득에서는 모든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임

업외소득에서 1그룹과 2그룹을 제외하면 모든 그룹간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전소득에서는 2그룹과 4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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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Group Contrast Std.Err.
Tukey

t p>|t|

임가소득
(FOI)

2 vs 1 0.35 0.04 8.70 0.00

3 vs 1 0.64 0.04 16.00 0.00

4 vs 1 1.72 0.04 43.05 0.00

3 vs 2 0.29 0.04 7.29 0.00

4 vs 2 1.37 0.04 34.33 0.00

4 vs 3 1.08 0.04 27.04 0.00

임업소득
(FMI)

2 vs 1 0.22 0.05 4.81 0.00

3 vs 1 0.34 0.05 7.45 0.00

4 vs 1 1.25 0.05 27.31 0.00

3 vs 2 0.12 0.05 2.64 0.04

4 vs 2 1.03 0.05 22.48 0.00

4 vs 3 0.91 0.05 19.84 0.00

임업외소득
(EFMI)

2 vs 1 0.10 0.05 2.11 0.15

3 vs 1 0.40 0.05 8.13 0.00

4 vs 1 0.91 0.05 18.68 0.00

3 vs 2 0.29 0.05 6.02 0.00

4 vs 2 0.81 0.05 16.57 0.00

4 vs 3 0.52 0.05 10.55 0.00

이전소득
(TI)

2 vs 1 0.07 0.05 1.38 0.52

3 vs 1 0.02 0.05 0.45 0.97

4 vs 1 -0.06 0.05 -1.18 0.64

3 vs 2 -0.05 0.05 -0.92 0.79

4 vs 2 -0.13 0.05 -2.56 0.05

4 vs 3 -0.09 0.05 -1.64 0.36

[표 4-24]. 분산분석 사후검증(Tukey):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대한 소득수준 구분



- 156 -

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8* -0.17*** -0.01 0.12*

t-value (-2.11) (-4.00) (-0.20) (2.57)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8 -0.17*** 0.02 0.15**

t-value (-1.92) (-3.87) (0.47) (3.05)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3 0.00 -0.03

t-value (-0.07) (-1.00) (0.18) (-0.79)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1 -0.02 0.06

t-value (-0.40) (-0.37) (-0.57) (1.46)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0 -0.02 0.06

t-value (-0.03) (-0.03) (-0.85) (1.47)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2 0.03 0.03

t-value (0.42) (0.70) (1.05) (0.96)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2 -0.01 -0.01

t-value (-0.45) (-0.72) (-0.50) (-0.39)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7* 0.09** 0.00 0.02

t-value (2.38) (2.68) (0.06) (0.41)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04 -0.02 0.02

t-value (-1.13) (-1.12) (-0.67) (0.38)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10* 0.01 0.01

[표 4-25]. 소득수준을 임가소득 영향변수에 포함한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4.3.3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임가 소득수준에 따른 임가 특성이 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결과

임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그룹을 구분하여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종속변수인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

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4-25].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모두 분위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뚜렷히 나타낸 반면,

이전 소득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영향의 정도를 보면 고소득 임

가일수록 임업외소득이 임업소득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

위가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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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t-value (2.45) (2.17) (0.33) (0.28)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7 0.00 0.13**

t-value (2.06) (1.94) (0.14) (3.09)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05 -0.01 0.06

t-value (1.10) (1.08) (-0.40) (1.08)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5 0.03 0.00 0.13*

t-value (1.37) (0.70) (0.09) (2.49)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6 0.00 0.17**

t-value (1.43) (1.01) (0.04) (2.65)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4 0.03 0.08

t-value (1.29) (0.72) (0.58) (1.17)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4 0.02 0.03

t-value (1.37) (0.78) (0.53) (0.50)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1 -0.00 0.00 -0.02

t-value (-0.31) (-0.06) (0.12) (-0.58)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0 0.02 -0.02 0.02

t-value (0.04) (0.66) (-1.04) (1.00)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2 0.00 0.00 -0.01

t-value (0.97) (0.05) (0.31) (-0.44)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3 0.05 -0.00 0.02

t-value (1.17) (1.88) (-0.12) (0.68)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2 -0.02 0.02 0.07**

t-value (-0.74) (-0.80) (1.00) (2.71)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01 0.00 -0.04* 0.32***

t-value (-0.61) (0.00) (-2.11) (10.29)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9*** 0.09*** 0.01 0.04+

t-value (4.85) (4.58) (0.70) (1.90)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1 -0.02 -0.01 0.03

t-value (-0.45) (-0.83) (-0.61) (1.08)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04* 0.02 0.07*** 0.04*

t-value (2.45) (0.81) (4.55) (1.98)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2 -0.02 0.00 0.02

t-value (-1.31) (-1.05) (0.22) (0.93)

소득수준
2분위

Coefficient 0.15*** 0.10*** 0.16*** -0.01

t-value (9.74) (6.12) (11.08)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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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3분위

Coefficient 0.28*** 0.16*** 0.34*** 0.00

t-value (17.52) (9.64) (21.92) (0.10)

소득수준
4분위

Coefficient 0.65*** 0.44*** 0.77*** 0.01

t-value (37.38) (25.40) (44.04) (0.38)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6 26 26 28

R2 0.44 0.27 0.57 0.14

rho 0.53 0.59 0.47 0.59

sigma_u 0.54 0.65 0.45 0.72

sigma_e 0.51 0.55 0.4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751.62 931.23 604.45 982.05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2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3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4분위

임가소득
(FO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1 0.14 -0.22 -0.04

t-value (-0.10) (1.06) (-1.72) (-0.55)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5 0.21 -0.11 -0.05

t-value (-0.59) (1.59) (-0.81) (-0.65)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07 0.08 0.00

t-value (0.74) (1.32) (1.15) (0.04)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3 -0.08 0.02

t-value (-0.41) (0.45) (-1.13) (0.28)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6 0.04 0.00 0.01

t-value (1.00) (0.52) (0.00) (0.11)

경영종류: 수실류 Coefficient 0.02 0.09 0.01 0.01

[표 4-26].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소득수준에 따른 임가소득

다음은 소득 수준 분위별로 종속변수인 임가소득[표 4-26], 임업소득[표

4-27], 임업외소득[표 4-28], 이전소득[표 4-29]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준별로 결정요인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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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2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3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4분위

임가소득
(FOI)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t-value (0.44) (1.55) (0.10) (0.12)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0 -0.04 -0.06 -0.02

t-value (-1.74) (-0.60) (-1.03) (-0.30)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04 -0.01 0.21**

t-value (-1.76) (0.73) (-0.22) (2.82)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3 -0.08 -0.05

t-value (-0.74) (-0.48) (-1.03) (-0.71)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8 -0.07 0.19**

t-value (-1.46) (0.87) (-0.93) (2.99)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2* -0.03 0.02 0.19*

t-value (-2.31) (-0.52) (0.28) (2.56)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24** 0.04 0.02 0.11

t-value (-3.21) (0.43) (0.28) (1.39)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1 -0.07 0.13*

t-value (-1.44) (0.09) (-0.90) (2.08)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1 0.07 -0.02 0.13

t-value (-1.36) (0.59) (-0.23) (1.43)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25** -0.02 -0.07 0.15

t-value (-2.60) (-0.15) (-0.71) (1.77)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4 0.01 -0.01 0.14

t-value (-1.65) (0.09) (-0.14) (1.65)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6 0.00 0.05 0.02

t-value (-1.56) (0.06) (1.10) (0.49)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7 0.01 -0.07 0.03

t-value (-1.70) (0.31) (-1.24) (0.63)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0 -0.02 0.04 0.05

t-value (0.02) (-0.50) (0.81) (1.33)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7 -0.03 0.01 0.04

t-value (1.62) (-0.67) (0.27) (0.98)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1 0.00 0.03 -0.00

t-value (-0.29) (0.09) (0.77) (-0.07)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12** -0.09 -0.04 -0.07

t-value (2.71) (-1.83) (-0.79) (-1.59)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29*** 0.10* 0.0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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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2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3분위

임가소득
(FOI)

소득수준
4분위

임가소득
(FOI)

t-value (-7.19) (2.13) (0.63) (6.63)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10** -0.02 0.04 0.00

t-value (-2.87) (-0.48) (0.94) (0.09)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01 -0.03 0.10* 0.07

t-value (-0.19) (-0.83) (2.57) (1.92)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16*** -0.06 -0.05 0.02

t-value (-3.77) (-1.33) (-1.26) (0.53)

Observations 735 734 734 734

Degree of Freedom 23.00 23.00 23.00 25.00

R2 0.31 0.04 0.06 0.19

rho 0.34 0.27 0.15 0.29

sigma_u 0.14 0.04 0.04 0.64

sigma_e 0.20 0.06 0.10 1.01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29.66 3.33 1.87 242.19

0.00 0.03 0.09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1) 임가소득(FOI)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지역]에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지역 임가의 임가소득이 경기도 지역 임가소득보다 낮은 경향성을 나타

냈으며,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를 나타냈다.

한편, [노동시간], [고정자본], [부채]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

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에 비해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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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업소득
(FMI)

소득수준
2분위

임업소득
(FMI)

소득수준
3분위

임업소득
(FMI)

소득수준
4분위

임업소득
(FM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3 0.02 0.24 -0.03

t-value (-0.42) (0.09) (1.50) (-0.50)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2 0.01 0.11 -0.08

t-value (-0.32) (0.03) (0.67) (-1.19)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12 -0.01 0.01

t-value (0.32) (1.94) (-0.14) (0.22)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15* 0.12 0.04

t-value (-0.32) (2.22) (1.72) (0.63)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10 0.10 0.03

t-value (0.16) (1.61) (1.46) (0.50)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7 0.06 0.07

t-value (0.11) (1.09) (1.00) (1.01)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22*** 0.02 0.08 0.02

t-value (-4.36) (0.41) (1.61) (0.27)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7 0.09 0.25***

t-value (-1.11) (1.34) (1.47) (3.29)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07 0.07 -0.03

t-value (-0.77) (1.07) (0.91) (-0.48)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5 -0.02 -0.07 0.18***

t-value (-1.11) (-0.16) (-0.77) (3.30)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9 -0.02 0.14*

t-value (-2.37) (-1.46) (-0.32) (2.12)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5 -0.09 0.08

t-value (-1.51) (-0.62) (-0.96) (1.01)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5 -0.04 -0.04 0.05

t-value (-0.94) (-0.32) (-0.50) (0.84)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5 -0.07 -0.09 0.05

t-value (-0.85) (-0.53) (-0.77) (0.56)

[표 4-27].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소득수준에 따른 임업소득

[지역]에서는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

가에 비해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소득수준 1분위와는

다르게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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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업소득
(FMI)

소득수준
2분위

임업소득
(FMI)

소득수준
3분위

임업소득
(FMI)

소득수준
4분위

임업소득
(FMI)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06 -0.10 0.03

t-value (-0.94) (-0.48) (-0.80) (0.44)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8 -0.05 0.05

t-value (-1.49) (-0.63) (-0.41) (0.66)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2 0.03 0.11** 0.02

t-value (-0.73) (0.63) (2.67) (0.68)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4 0.08 0.05 0.00

t-value (-1.30) (1.51) (1.15) (0.07)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4 0.00 0.04 0.09*

t-value (-1.08) (0.04) (1.02) (2.18)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10** 0.06 -0.04 0.07

t-value (3.11) (1.11) (-0.95) (1.84)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0 0.10* -0.00 -0.03

t-value (0.02) (2.23) (-0.00) (-0.97)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12** 0.03 -0.07 -0.02

t-value (3.21) (0.58) (-1.49) (-0.57)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48*** 0.15*** 0.03 0.30***

t-value (-13.21) (3.54) (0.79) (7.87)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2 -0.12** 0.01 -0.02

t-value (-0.79) (-2.63) (0.20) (-0.51)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02 0.02 0.02 -0.00

t-value (0.70) (0.48) (0.46) (-0.01)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9** -0.03 -0.00 0.02

t-value (-2.58) (-0.70) (-0.05) (0.43)

Observations 736 733 734 734

Degree of Freedom 23.00 23.00 23.00 25.00

R2 0.43 0.06 0.07 0.24

rho 0.08 0.17 0.19 0.26

sigma_u 0.07 0.01 0.02 0.67

sigma_e 0.23 0.02 0.05 1.12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6.05 0.83 2.99 286.25

0.01 0.18 0.04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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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소득(FMI)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

가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충청북도 지역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에 비해 임

업소득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가구원 수],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노동시간],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소

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

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

며, [가구주 교육연수],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은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

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지

역]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임가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

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간]과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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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업외소득
(EFMI)

소득수준
2분위

임업외소득
(EFMI)

소득수준
3분위

임업외소득
(EFMI)

소득수준
4분위

임업외소득
(EFM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1 -0.00 -0.27 0.08

t-value (-1.60) (-0.03) (-1.64) (0.57)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2 0.14 -0.18 0.15

t-value (-1.72) (1.19) (-1.08) (1.14)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03 0.01 0.03

t-value (0.78) (0.49) (0.10) (0.44)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6 0.10 -0.01

t-value (-0.82) (0.94) (1.47) (-0.19)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8 0.08 -0.06

t-value (0.49) (1.01) (1.08) (-0.72)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6 -0.04 0.06 0.07

t-value (1.01) (-0.63) (0.95) (1.00)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1* 0.06 0.05 -0.05

t-value (2.04) (1.04) (0.86) (-0.86)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02 0.10 0.07

t-value (-0.62) (0.34) (1.40) (0.90)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3 -0.04 -0.01

t-value (0.09) (-0.36) (-0.49) (-0.13)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14 0.06 0.11

t-value (-1.12) (1.50) (0.79) (1.35)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3* 0.05 0.06 0.08

t-value (-2.38) (0.72) (0.97) (1.01)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6 -0.04 -0.00 0.09

t-value (-1.81) (-0.47) (-0.05) (1.05)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3 0.12 0.02 0.09

t-value (-1.64) (1.18) (0.26) (1.13)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2 0.16 -0.00 0.10

t-value (-1.41) (1.17) (-0.01) (0.97)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21* 0.14 -0.00 0.21*

t-value (-1.99) (1.10) (-0.04) (2.09)

[표 4-28].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소득수준에 따른 임업외소득



- 165 -

변수

소득수준
1분위

임업외소득
(EFMI)

소득수준
2분위

임업외소득
(EFMI)

소득수준
3분위

임업외소득
(EFMI)

소득수준
4분위

임업외소득
(EFMI)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5 0.11 0.01 0.14

t-value (-0.61) (1.00) (0.09) (1.35)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6 0.08 0.09* 0.02

t-value (-1.34) (1.63) (2.17) (0.41)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7 -0.00 0.09 -0.02

t-value (-1.58) (-0.03) (1.90) (-0.35)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6 -0.02 -0.10 0.01

t-value (1.21) (-0.30) (-1.92) (0.22)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2 0.07 0.00 0.01

t-value (-0.55) (1.51) (0.01) (0.19)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4 -0.01 0.06 0.09*

t-value (0.90) (-0.30) (1.52) (2.11)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11* -0.09 -0.16*** -0.11*

t-value (2.27) (-1.77) (-3.41) (-2.30)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7 -0.03 0.00 0.06

t-value (1.93) (-0.72) (0.03) (1.48)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7 -0.01 0.01 0.02

t-value (-1.88) (-0.32) (0.32) (0.54)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0** 0.09* 0.02 0.17***

t-value (-2.67) (2.27) (0.46) (4.16)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25*** -0.02 0.06 0.18***

t-value (-6.31) (-0.54) (1.19) (4.26)

Observations 735 734 734 734

Degree of Freedom 24.00 23.00 23.00 25.00

R2 0.22 0.06 0.07 0.13

rho 0.45 0.36 0.26 0.40

sigma_u 0.30 0.05 0.08 0.67

sigma_e 0.33 0.07 0.14 0.81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196.95 11.31 10.61 193.68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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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외소득(EFMI)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지역]에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예금]과 [부

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나이]

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지역]에서 경상북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

도 지역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주의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가구주 나이]는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예금], [부채]가 많을수

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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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2분위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3분위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4분위

이전소득
(T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9** 0.07 0.22 0.17

t-value (2.71) (0.83) (1.54) (1.20)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8** 0.08 0.26 0.20

t-value (2.58) (0.92) (1.84) (1.43)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3 -0.05 0.05

t-value (-0.60) (-0.55) (-0.79) (0.62)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9 0.05 0.18*

t-value (0.48) (1.51) (0.70) (2.30)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07 0.04 0.13

t-value (1.43) (1.10) (0.51) (1.68)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5 0.08 0.09

t-value (0.10) (0.85) (1.18) (1.34)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9 0.06 0.05 0.03

t-value (-1.52) (1.08) (0.84) (0.45)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3 0.08 0.05

t-value (0.16) (0.62) (1.20) (0.74)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4 0.03 0.15

t-value (-0.03) (-0.64) (0.50) (1.89)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3 -0.04 0.10 0.02

t-value (-0.45) (-0.53) (1.23) (0.26)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0 0.22** 0.18*

t-value (1.47) (-0.02) (3.27) (2.19)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5 -0.01 0.19** 0.08

t-value (-0.48) (-0.13) (2.66) (0.85)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4 0.18* 0.16*

t-value (0.78) (-0.44) (2.19) (2.07)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1 0.29** 0.22*

t-value (0.89) (-0.10) (2.99) (2.08)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8 -0.09 0.23* 0.17

t-value (-0.66) (-0.77) (2.28) (1.69)

지역: 경상남도 Coefficient -0.05 -0.13 0.16 0.05

[표 4-29].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임가 소득수준에 따른 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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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수준
1분위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2분위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3분위

이전소득
(TI)

소득수준
4분위

이전소득
(TI)

(참조집단: 경기도) t-value (-0.54) (-1.20) (1.59) (0.50)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8 -0.02 -0.04 0.03

t-value (-1.58) (-0.48) (-0.81) (0.69)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2 0.08 0.03 0.03

t-value (0.41) (1.71) (0.66) (0.58)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5 -0.05 -0.04 0.01

t-value (-1.06) (-1.40) (-0.85) (0.24)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9* 0.01 0.03 -0.07

t-value (1.99) (0.20) (0.67) (-1.44)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7 0.15*** 0.07 0.01

t-value (1.58) (3.52) (1.72) (0.20)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32*** 0.43*** 0.43*** 0.12*

t-value (5.75) (8.79) (9.16) (2.57)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13** -0.04 -0.04 0.09

t-value (3.17) (-0.94) (-0.84) (1.96)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3 -0.04 0.03 0.01

t-value (0.85) (-0.97) (0.85) (0.22)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05 0.06 0.06 0.02

t-value (1.40) (1.78) (1.49) (0.54)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6 0.04 0.12** 0.02

t-value (1.43) (0.97) (2.63) (0.43)

Observations 735 734 734 734

Degree of Freedom 25.00 25.00 25.00 25.00

R2 0.16 0.24 0.24 0.11

rho 0.60 0.74 0.63 0.35

sigma_u 0.74 0.63 0.66 0.62

sigma_e 0.60 0.38 0.51 0.85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204.50 157.09 78.95 155.01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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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소득(TI)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임업주업과 임업부업에

해당하는 겸업임가가 전업임가보다 높은 이전 소득을 얻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그 정도는 겸업주업이 겸업부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연수], [가구주 나이]가 많

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지역]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도 지역의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나이], [부채]가 많을수

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

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

으며, [지역]에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도 임

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모든 소득수준 분위에서 동일

하게 나타난 것처럼 [가구주 나이]가 높을수록 이전소득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 각각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4-30]와 같다. 순차적 설명 양-

질 분석 방법에 따라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

과는 [표 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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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소득종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자본

인적

자본

가구원수 0(1분위) 0(1분위)

가구 경영주 성별 0(3분위) 0(3분위)

가구 경영주 연령 0(1분위) 0(1분위)
0(1분위), 0(3분위)

0(4분위)

0(1분위), 0(2분위)

0(3분위), 0(4분위)

가구 경영주 교육수준 0(2분위) 0(4분위) 0(2분위)

노동력
0(1분위), 0(2분위)

0(4분위)

0(1분위), 0(2분위)

0(4분위)
0(1분위)

물리적

자본
고정자본 0(1분위) 0(2분위)

재정적

자본

예금 0(3분위)
0(1분위), 0(2분위)

0(4분위)

부채 0(1분위) 0(1분위) 0(1분위), 0(4분위) 0(3분위)

자연

자본

임지면적 0(3분위)

경지면적 0(4분위)

사회적

자본
해당변수 없음 - - - -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전략

임업 업종

육림/벌목업,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떫은감재배업,

수실류(밤, 떫은감 제외),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업

0(4분위)
0(1분위), 0(2분위)

0(4분위)
0(1분위) 0(4분위)

임가 유형
임업 전업, 임업 겸업 주업,

임업 겸업 부업
0(1분위)

임업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0(1분위), 0(4분위) 0(1분위), 0(4분위) 0(1분위), 0(4분위) 0(3분위), 0(4분위)

[표 4-30]. 임가 소득수준별 구분 시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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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 분석 결과(양적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다.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으로 조경재업을

전략으로 선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선택한 임가에 비해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② [지역]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지역에 따른 임가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③ [노동시간] : 소득수준 1분위, 소득수준 2분위,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노동시간이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예금] :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고정자본]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부채]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임업

소득

① [업종]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버섯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

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

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조경재업

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② [지역] : 행정구역상 지역에서는 소득수준 2, 3분위에서는 행정구역상에 따른 임업소득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1분위에서는 특정 지역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행정 지역이 있었으며, 4분위에서는 특정 지역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행정 지역이 존재하였다.

[표 4-31]. 순차적 설명 양-질 분석을 통한 임가소득 결정요인(임가 소득수준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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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시간] : 소득수준 1분위, 소득수준 2분위,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노동시간이 임업소득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경지면적] :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경지면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가구원 수]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부채]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가구주 교육연수] :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⑨ [고정자본] :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⑩ [가구주 성별] :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나타냈다.

임업외

소득

① [업종]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버섯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

으로 선택한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 : 행정구역상 지역에서는 소득수준 2, 3분위에서는 행정구역상에 따른 임업외소득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분위와 4분위에서는 특정 지역에 따라 임업외소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③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3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④ [예금]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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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채]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4분

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성별] :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

타냈다.

⑦ [교육연수] :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전

소득

① [업종] :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② [임가 유형]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 전략으로 임업주업과 임업부업을 선택한 겸업임가가

전업임가 보다 높은 이전 소득을 얻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도는 겸업주업이 겸업부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 : 행정구역상 지역에서는 소득수준 3, 4분위 임가에서 행정구역상에 따른 이전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임가에서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나타냈다.

⑤ [가구원 수]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노동시간]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교육연수] :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⑨ [부채] :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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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업인 및 전문가 인터뷰(질적 분석 – 현상학적 연구)

임가

소득

① [업종] : 소득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수치는 벌목업 중심으로 보면 된다. 수목을 베는 비용만 들어가고 올해

팔지 않기 때문에 비용만 나와서 그렇다. 내년에는 비용은 없고 수입만 늘어나게 된다. 보통 벌채를 가을 겨

울에 한다. 칩으로 나와서 팔아버리면 수입으로 잡히는데, 나는 말려놨다가 조금 있다 파는 경우도 있다(임업

인C). 또한, 신규 표고 재배 임가가 들어 왔을 때 이런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고 자목을 올해 사고 세팅

을 해둔 뒤 접종만 했다. 그런데 올해 표고를 수확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톱밥배지는

바로 수확이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임업인B). 조경재도 수형 조절하는 비용만 들어갔는데 올해 못 팔면 이

런 현상이 발생하나, 수실류업종에서는 그 해 따서 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 양묘업의 경우 보조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소득에서 잡혀서 임가소득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정이 된다(임업인C).

③ [노동시간] : 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 예컨데 동일한 작업 조건(10년

생 밤나무 동일하게 재배)이라 하면 설명이 안된다(임업인B). 이 사람은 경영효율성이 매우 낮은 사람이

다. 일만 죽어라 하고, 제대로 된 품질 생산을 못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예컨대, 나는 지금 밤나무 조성 단계에 있다하면 노동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임업인B). 태풍 등

재해에 따른 피해를 입으면 노동비가 급증한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구작업을 해야 되기 때

문이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 없이 데이터만 보면, 이때 너는 무엇을 해서 이렇게 노동비가 올랐나 그런데

소득은 정말 낮네. 당연하지 태풍에 다 떨어졌으니까 품질도 낮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

는 경우, 품목 전환을 하는 경우(참나무를 키우다 눈개승마를 심는다.)도 바꾸는 비용이 높게 올라간다(임

업인B).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임업인B). 반면, 소득 수준 4분위 임가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안바꿔도 된다(임업인A, 임업인B).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높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1분위는 조성단계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기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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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투자하다고 봐야 하고, 4분위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은 마련해놨으니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다. 품질을 더 좋게 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다(임업

인A, 임업인 B).

임업

소득

① [업종] : 임업소득에서는 업종별로 분명 소득에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소득 수준을 구분해서 보면

소득 구간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들이 존재할 것이다. 재미있는 결과고 예측 가능한 결과다(임업

인A, 임업인 B, 임업인C).

③ [노동시간] : 임가소득에서와 동일한 이유이다. 소득수준 1분위의 노동시간 효과와 소득수준 4분위 노동시

간의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투입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진

다(임업인A, 임업인 B). 하지만 4분위 내에서 이런 노동시간도 꺾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

지 영향력이 있고, 이후부터는 기술 효율화 등을 통해 늘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추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전문가A).

④ [경지면적]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재배임업의 경우 대규모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많다는 것은 소득과 직결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경지면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을 것이다(임업인A, 임업인 B).

임업외

소득

③ [가구주 나이] : 일반적으로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은 임가일수록 임업 말고 다른 일로 돈을 많이 번다

고 할 수 있다(임업인A, 전문가A). 노동 집약적인 일보다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다(전문가C).

연령이 높은 가구 경영주들의 임가는 판매나 마케팅 방식이 연령이 낮은 경영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업

외적인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들의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임업인A, 임업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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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채] : 임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채가 그 가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다르다. 소득 수준 1분위에서의

부채는 빚이고, 소득 수준 4분위에서의 부채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다. 임업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

는 결과이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이전

소득

④ [가구주 나이] : 소득 수준 전체 분위에서 가구주 나이가 높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전소득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적보조금에서도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전문가 B).

⑧ [교육연수] : 이전소득은 정부의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분위 임가의 교육수준이 이전소득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임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소득수준별로 지원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전문가A).

구분 종합 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다.

→ 업종은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분위의 임가에서 이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③ [노동시간] : 소득수준 1분위, 소득수준 2분위,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노동시간이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 1분위는 초기 단계에서 안정된 경영을 위해 기반 조성에 노동력 투자. 반면, 2분위 이상은 4분

위는 기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에 노동력을 투자함.

임업

소득

① [업종]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

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

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조경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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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냄.

→ 소득 구간 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들이 존재함.

③ [노동시간] : 노동시간은 임업소득 결정요인이며, 1분위와 2,4분위에서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남.

→ 소득수준에 따라 임업소득에 대한 노동시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④ [경지면적] :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경지면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재배임업의 경우 대규모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임업외

소득

③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3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일반적으로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은 임가일수록 임업 외의 다른 활동으로 소득을 올린다고 할 수 있

다. 노동 집약적인 일보다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며, 비교적 고소득분위에서 이런 경향이 뚜

렷하게 나타남.

⑤ [부채] :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4분

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소득수준 1분위에서의 부채는 빚이고, 소득 수준 4분위에서의 부채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임.

이전

소득

④ [가구주 나이] :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임가에서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나타냈다.

→ 이전소득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적보조금에서도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⑧ [교육연수] :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임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소득수준별로 지원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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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소결

임가의 소득 수준별로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가소득에서는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업종

선택이 임가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 4

분위에서 이러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

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

준 1분위는 초기 단계에서 안정된 경영을 위해 기반 조성에 노동력을 투

자하는 반면, 2분위 이상은 4분위는 기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

에 노동력 투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임업인A, 임

업인 B).

임업소득에서는 업종에 따른 소득차이가 임가소득에서 보다 더 자세히

나타났는데,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버섯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

으며,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

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소

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

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임가의 소

득 구간별로 임업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들

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임업인A, 임업인 B, 임업인C). 노동시간의

경우 임업소득에서도 임가소득과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고, 이는 소득수

준에 따라 임업소득에 대한 노동시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임업인A, 임업인B).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했을 때와 마찬가

지로 소득수준별로 임가를 구분했을 때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경지면

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업을 전업

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재배임업의 경우 대규모 경지 면적으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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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업외소득에서는 소득수준 3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임가 전체

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로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은

임가일수록 임업 외의 다른 활동으로 소득을 올린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집약적인 일보다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며, 비교적 고소득분

위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금의 경우

도 소득수준 2분위, 4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부채의 경우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

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

는 소득수준 1분위에서의 부채는 빚이고, 소득 수준 4분위에서의 부채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이전소득의 경우는 가구주의 나이가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

분위 모든 임가에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소득 중 80% 이

상을 차지하는 공적보조금에서도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연수에서는 소득수준 2분위에

서 유의한 이전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가 보조금 지원 정

책을 수립함에 있어 소득수준별로 지원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1절에서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임가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과 4.3에서 임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 했을 때 임

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가소득에서는

소득수준 1분위에서 고정자본과, 부채가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임업소득에서는 소득수준 1분위에서 가구원수, 가구경영주 연령, 부채, 2

분위에서 가구경영주 교육수준, 고정자본, 3분위에서 가구 경영주 성별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업외소득에서는 소득수준 1분위에서 부

채, 업종, 지역, 3분위에서 임지면적, 4분위에서 가구경영주 교육수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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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지역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에서는 소득수준 1분

위에서 가구원수, 노동시간, 3분위에서 임지면적, 4분위에서 업종이 유의

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가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임가소득 결정요

인과 본 절에서의 나타난 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 주요 결과 및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그룹화하여 분석했을

때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는 다른 임가의 자본과 전략의

요인이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임가

소득 결정요인에서 업종, 노동시간은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동

일하게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만, 노동시간의 경우 1분위에서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업종도 4분위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그

룹에서의 노동시간과 업종 선택에 따른 소득의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셋째, 임업소득에서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

지 않았던 부채가 소득수준 1분위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소득 증진 정책을 수립할 때 대상 및 여건에 따라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소득 지원정책을 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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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촌구분에따른임가특성이임가소득결정에미치는요인분석

4.4.1 분석 대상 선정 배경 및 기술적 통계

산촌은 우리 국토 면적의 43.6%에 달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8%인 144만명만이 거주하는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산림청, 2017d). 산촌의 임가는 생계를 위해 숲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

고 있으며,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어 전통문화 유지에도 기여한다(민경택, 2017). 하지만, 산촌은 낮

은 소득과 일자리 부족,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

출되어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산촌이 붕괴된다면 국토

공간 이용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산촌을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촌 사람들

이 생활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세빈 등, 2004). 산촌의 쇠퇴가 임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산림에서

의 생산과 숲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의 부재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와 자원으로서의 산림 기능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촌진흥은 산림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

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임가의 소득

증진 방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산촌 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2017d)에서는 제2차 산촌진

흥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고, 산촌진흥 정책의 발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면서, 산촌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의존도를

보이는 산촌 지역 임가의 소득 결정 요인을 일반 지역 임가의 소득 결정

요인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산촌 임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임가와 소득

분포가 매우 유사한 농업 가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농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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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 결과(Gardner, 2002; Livanis et al.,

2006; 권오상과 강혜정, 2013)에 기반하여, 지역을 행정구역상 산촌과 비

산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

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4.4.2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대한 산촌·비산촌의 차이분석(t-test)

2,937개의 데이터의 개별 ID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촌 지역과 비산촌

지역을 구분하는 코딩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산림청 제2차 산촌진흥기본

계획안(2018-2027)의 전국 산촌지역(109 시·군·구, 466 읍·면)을 기준으

로 산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하여 구

분하였다. 그 결과 산촌 지역 임가는 1,794개(61.08%), 비산촌 지역 임가

는 1,143개(38.92%)로 나타났다[표 4-32].

산촌여부 빈도 퍼센트(%) 누적(%)

아니오 1,143 38.92 38.92

네 1,794 61.08 100

총합계 2,937 100

[표 4-32]. 산촌과 비산촌 임가의 구분

산촌과 비산촌지역 2가지 그룹 구분에 따른 임가 특성이 임가 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t-test 결과, 이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변수 Mean(MV=1) Mean(MV=0) Difference t-value

임가소득 33100000.00 33400000.00 -302919.10 -0.16

임업소득 11000000.00 11500000.00 -449871.70 -0.29

임업외소득 13500000.00 13600000.00 -39944.00 -0.05

이전소득 6519623.00 5922529.00 597093.60* 2.28

Note: *p<0.05, **p<0.01, ***p<0.001

[표 4-33]. 소득원별 임가소득에 대한 산촌여부의 차이분석(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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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9 -0.20*** 0.11* 0.12**

t-value (-1.86) (-4.30) (2.39) (2.61)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7 -0.25*** 0.22*** 0.15**

t-value (-1.42) (-5.10) (4.71) (3.15)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1 0.08* -0.02

t-value (0.59) (-0.19) (2.44) (-0.72)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0 0.02 0.06

t-value (0.04) (0.04) (0.53) (1.48)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1 0.05 0.06

t-value (0.32) (-0.37) (1.30) (1.47)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7* 0.06 0.06 0.03

t-value (1.97) (1.53) (1.72) (0.96)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3 0.01 -0.01

t-value (-0.99) (-0.97) (0.21) (-0.34)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4*** 0.15*** 0.03 0.01

t-value (3.75) (3.90) (0.82) (0.39)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5 -0.04 -0.01 0.02

t-value (-1.22) (-0.97) (-0.15) (0.43)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2* 0.11* 0.04 0.01

t-value (2.53) (2.24) (0.77) (0.30)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6*** 0.12** 0.07 0.13**

t-value (3.77) (2.77) (1.65) (3.15)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0 0.09 -0.02 0.05

t-value (1.84) (1.65) (-0.31) (1.04)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7 0.03 0.02 0.13*

t-value (1.40) (0.65) (0.38) (2.49)

[표 4-34]. 산촌구분을 임가소득 영향변수에 포함한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4.4.3 산촌·비산촌 구분에 따른 임가 특성이 임가 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결과

산촌, 비산촌 구분에 따른 종속변수 간 차이를 보기 위한 t-test 결과

이전소득 부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나, 독립변수에 산촌, 비

산촌 구분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임가 특성이 임가소득, 임업소득임업외

소득, 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가로 분석하였다[표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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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임가소득
(FOI)

(2)
임업소득
(FMI)

(3)
임업외소득
(EFMI)

(4)
이전소득

(TI)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5* 0.08 0.05 0.17**

t-value (2.29) (1.33) (0.78) (2.66)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6 -0.01 0.08

t-value (1.31) (0.98) (-0.08) (1.16)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1 0.07 0.06 0.03

t-value (1.78) (1.14) (1.05) (0.51)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05 0.03 0.07** -0.01

t-value (1.79) (1.01) (2.60) (-0.51)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1 0.01 -0.03 0.03

t-value (0.27) (0.56) (-1.38) (1.01)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5* 0.04* 0.02 -0.01

t-value (2.28) (2.08) (0.96) (-0.42)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3 0.03 0.02 0.02

t-value (1.08) (1.14) (0.58) (0.69)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0 -0.04 0.04 0.07**

t-value (-0.11) (-1.43) (1.43) (2.73)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08** -0.02 -0.22*** 0.31***

t-value (-2.73) (-0.67) (-7.49) (10.30)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9*** 0.11*** -0.02 0.04+

t-value (4.25) (5.26) (-0.97) (1.87)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1 -0.01 -0.00 0.03

t-value (-0.21) (-0.59) (-0.19) (1.10)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1*** 0.04 0.13*** 0.04*

t-value (5.43) (1.87) (6.61) (2.04)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1 -0.02 0.01 0.02

t-value (-0.60) (-1.03) (0.26) (0.93)

산촌
Coefficient 0.02 0.04 -0.04 -0.01

t-value (0.79) (1.40) (-1.27) (-0.38)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6.00 26.00 26.00 26.00

R2 0.13 0.12 0.16 0.14

rho 0.57 0.57 0.60 0.59

sigma_u 0.70 0.70 0.70 0.72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860.41 867.42 983.21 982.50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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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비산촌
임가소득
(FOI)

(2) 산촌
임가소득
(FOI)

(1) 비산촌
임업소득
(FMI)

(2) 산촌
임업소득
(FM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9 -0.13 -0.21** -0.27***

t-value (-1.38) (-1.95) (-2.99) (-4.11)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5 -0.12 -0.25*** -0.32***

t-value (-0.71) (-1.76) (-3.44) (-4.69)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2 -0.03 0.01

t-value (0.48) (0.42) (-0.53) (0.19)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1 -0.06 0.01

t-value (-0.24) (0.26) (-0.72) (0.21)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2 -0.09 0.00

t-value (0.26) (0.38) (-1.03) (0.04)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4 0.10* -0.06 0.10*

t-value (0.47) (2.43) (-0.78) (2.38)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5 -0.03 -0.03

t-value (0.08) (-1.09) (-0.61) (-0.75)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6 0.15*** 0.10 0.17***

t-value (1.82) (3.99) (1.19) (4.51)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5 -0.09 -0.01

t-value (-0.35) (-1.02) (-1.20) (-0.23)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18* 0.00 0.17*

t-value (0.72) (2.42) (0.06) (2.25)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15** 0.18** 0.15** 0.13*

t-value (2.87) (2.82) (3.03) (1.96)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8 0.06 0.10

t-value (0.91) (1.38) (0.66) (1.70)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2 0.11 0.01 0.06

[표 4-35]. 확률효과모형 적용 결과 산촌, 비산촌 구분에 따른 임가 소득, 임업소득

그 결과, 전체표본에 대해서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대한

산촌여부의 차이는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표본을 산촌과 비산촌으로 나누고, 개별 범위에 대한 분석에서 종류별 소득

에 미치는 임가특성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비산촌과 산촌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임가소득과 임업소득 결과이다[표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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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비산촌
임가소득
(FOI)

(2) 산촌
임가소득
(FOI)

(1) 비산촌
임업소득
(FMI)

(2) 산촌
임업소득
(FMI)

t-value (0.25) (1.67) (0.10) (0.96)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21* 0.01 0.15

t-value (0.65) (2.39) (0.16) (1.72)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1 0.12 0.02 0.09

t-value (0.10) (1.40) (0.20) (1.05)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3 0.17 -0.02 0.14

t-value (0.32) (1.95) (-0.25) (1.63)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10* 0.03 0.06 0.02

t-value (2.34) (0.85) (1.34) (0.52)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6 -0.02 0.03 0.02

t-value (1.56) (-0.55) (0.71) (0.52)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5 0.05 0.05 0.04

t-value (1.41) (1.78) (1.56) (1.30)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5 0.08* -0.05 0.10**

t-value (-1.17) (2.33) (-1.22) (2.79)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5 0.02 -0.04 -0.04

t-value (-1.08) (0.58) (-1.04) (-1.11)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08 -0.08* -0.03 -0.01

t-value (-1.68) (-2.01) (-0.56) (-0.18)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12*** 0.05 0.16*** 0.07*

t-value (3.37) (1.92) (4.29) (2.39)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8 0.02 -0.09* 0.01

t-value (-1.88) (0.61) (-2.17) (0.42)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4*** 0.09*** 0.09* 0.01

t-value (4.11) (3.51) (2.48) (0.40)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2 -0.01 -0.05 -0.01

t-value (-0.41) (-0.29) (-1.32) (-0.48)

Observations 1,143 1,794 1,143 1,794

Degree of Freedom 25.00 25.00 25.00 25.00

R2 0.13 0.15 0.14 0.15

rho 0.52 0.59 0.47 0.60

sigma_u 0.60 0.75 0.54 0.77

sigma_e 0.57 0.63 0.57 0.62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271.14 527.60 217.67 545.31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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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가 소득

비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지역]에서 충청북도에 위치한 임가가 경기

도 지역 임가 보다 높은 임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노동시

간]과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업종]에서 수실류와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 보다 임가 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

냈으며, [지역]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지역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 보다 높은 임가 소득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임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 나이]가 적을수록 임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 소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임업 소득

비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전업 임가가 겸업 임가 보

다 임업소득이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보다 높은 임업 소득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정

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전업 임가가 겸업 임가

보다 임업소득이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업종]에서 수실류와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 보다 임업소

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지역]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 임가가

경기도 지역 임가보다 높은 입업 소득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노동시간]이 많

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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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비산촌
임업외소득
(EFMI)

(2) 산촌
임업외소득
(EFMI)

(1) 비산촌
이전소득

(TI)

(2) 산촌
이전소득

(TI)

임가 유형: 임업주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05 0.12 0.13* 0.14*

t-value (0.83) (1.76) (1.99) (2.21)

임가 유형: 임업부업
(참조집단: 임업전업)

Coefficient 0.15* 0.24*** 0.17* 0.17*

t-value (2.34) (3.44) (2.37) (2.53)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7 0.07 0.00 -0.03

t-value (1.44) (1.75) (0.09) (-0.71)

경영종류: 밤나무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8 0.01 -0.01 0.10*

t-value (1.02) (0.23) (-0.13) (2.22)

경영종류: 떫은감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2 0.05 0.07 0.05

t-value (1.33) (1.07) (0.83) (1.09)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4 0.05 0.01 0.04

t-value (1.67) (1.19) (0.16) (1.00)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0 -0.01 -0.02

t-value (0.60) (-0.06) (-0.22) (-0.51)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2 0.01 -0.00 -0.01

t-value (1.31) (0.18) (-0.03) (-0.32)

경영종류: 기타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8 -0.04 -0.01 0.03

t-value (1.07) (-0.83) (-0.11) (0.53)

지역: 강원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6 0.05 0.01 -0.01

t-value (1.13) (0.64) (0.20) (-0.13)

지역: 충청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0 0.10 0.13* 0.12*

t-value (0.04) (1.58) (2.40) (1.99)

지역: 충청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05 0.11 0.04

t-value (-0.39) (-0.83) (1.12) (0.72)

지역: 전라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8 0.06 0.19* 0.11

t-value (-0.82) (1.02) (2.15) (1.64)

지역: 전라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4 0.09 0.19* 0.14

t-value (-0.36) (1.01) (1.97) (1.60)

지역: 경상북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9 0.03 0.14 0.02

t-value (-0.84) (0.35) (1.34) (0.24)

지역: 경상남도
(참조집단: 경기도)

Coefficient -0.01 0.09 0.13 -0.04

t-value (-0.05) (1.02) (1.41) (-0.50)

가구주 성별
(참조집단: 여성)

Coefficient 0.11* 0.05 0.00 -0.03

t-value (2.46) (1.48) (0.10) (-0.79)

[표 4-36]. 확률효과모형적용결과산촌, 비산촌구분에따른임업외소득, 이전소득

다음은 비산촌과 산촌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임업

외소득, 이전소득 결과이다[표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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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비산촌
임업외소득
(EFMI)

(2) 산촌
임업외소득
(EFMI)

(1) 비산촌
이전소득

(TI)

(2) 산촌
이전소득

(TI)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03 -0.06 -0.01 0.05

t-value (0.80) (-1.95) (-0.32) (1.39)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00 0.03 -0.00 -0.02

t-value (0.12) (0.96) (-0.12) (-0.61)

가구원수
(명)

Coefficient -0.02 0.03 0.05 -0.00

t-value (-0.52) (0.95) (1.08) (-0.01)

교육연수
(년)

Coefficient -0.02 0.07* -0.00 0.12***

t-value (-0.34) (2.21) (-0.04) (3.63)

가구주 연령
(세)

Coefficient -0.22*** -0.23*** 0.29*** 0.31***

t-value (-4.36) (-5.99) (5.95) (7.99)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0.01 -0.04 0.01 0.06*

t-value (-0.16) (-1.35) (0.18) (2.35)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0.08* 0.02 0.09* -0.00

t-value (-2.13) (0.61) (2.19) (-0.03)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0.10** 0.15*** 0.06 0.03

t-value (3.08) (5.81) (1.86) (1.28)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0.01 0.01 0.07 -0.00

t-value (0.17) (0.20) (1.79) (-0.16)

Observations 1,143 1,794 1,143 1,794

Degree of Freedom 25.00 25.00 25.00 25.00

R2 0.13 0.19 0.13 0.18

rho 0.69 0.55 0.57 0.60

sigma_u 0.75 0.68 0.75 0.69

sigma_e 0.50 0.62 0.65 0.56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495.51 482.85 339.19 617.46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3) 임업외소득

비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겸업 중 임업 부업이 전업

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겸업 중 임

업 주업에서는 전업과 뚜렷한 경향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주 성별]에서 남성 가구주 보다 여성 가구주의 임업외소득이 높

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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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외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겸업 중 임업 부업이 전업보

다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겸업 중 임업 주업에서는 전업과 뚜렷한 경향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비산촌 지역과 유사하지만 산촌 지역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임

업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

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전소득

비산촌지역의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겸업 중 임업 주업과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지역]에서 충청북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임가가 경기도 지역의 임가보다 이전소득

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산촌 지역의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에서 겸업 중 임업 주업과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업종]에서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 임가가 경기도 지

역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비산촌 지역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던 요인으로 [교육연수]와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 각각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4-37]와 같다. 순차적 설명 양-질 분석 방법에 따

라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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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소득종류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지속가능한
임가 생계

자본

인적
자본

가구원수 0(산촌) 0(산촌)

가구 경영주 성별 0(비산촌)

가구 경영주 연령 0(산촌) 0(비산촌), 0(산촌) 0(비산촌), 0(산촌)

가구 경영주 교육수준 0(산촌) 0(산촌)

노동시간 0(비산촌) 0(비산촌), 0(산촌) 0(산촌)

물리적
자본 고정자본 0(비산촌) 0(비산촌) 0(비산촌)

재정적
자본

예금 0(비산촌), 0(산촌) 0(비산촌), 0(산촌)

부채

자연
자본

임지면적

경지면적 0(산촌) 0(산촌)

사회적
자본 해당변수 없음 - - - -

지속가능한
입업 가구
생계 전략

임업 업종

육림/벌목업,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떫은감재배업,
수실류(밤, 떫은감 제외),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업

0(산촌) 0(산촌) 0(산촌)

임가 유형 임업 전업, 임업 겸업 주업,
임업 겸업 부업 0(비산촌), 0(산촌) 0(비산촌), 0(산촌) 0(비산촌), 0(산촌)

임업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0(비산촌), 0(산촌) 0(비산촌), 0(산촌) 0(비산촌), 0(산촌)

[표 4-37]. 산촌, 비산촌 구분 시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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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 분석 결과(양적 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산촌지역은 업종에 따라 임가소득 차이를 보였지만, 비산촌 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른 임가소득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음.

- 산촌 지역 임가에서는 수실류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가구 소득

이 높은 경향성

② [가구원수] 산촌지역은 가구원수가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비산촌지역에서는 나타

나지 않음.

③ [가구주 나이] 산촌지역은 가구주 나이가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비산촌지역에서

는 나타나지 않음.

④ [노동시간] 비산촌지역은 노동시간이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는 나타

나지 않음.

임업

소득

① [업종] 산촌지역은 업종에 따라 임업소득 차이를 보였지만, 비산촌 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른 임업소득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음.

- 산촌 지역 임가에서는 수실류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

이 높은 경향성

② [가구원수] 산촌지역은 가구원수가 임업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비산촌지역에서는 나타

나지 않음.

③ [고정자본] 비산촌지역은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는 유의

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임업외소 ① [교육연수] 산촌지역은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 지역에서는

[표 4-38]. 순차적 설명 양-질 분석을 통한 임가소득 결정요인 (산촌, 비산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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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교육연수가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② [고정자본] 비산촌지역에서는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

는 고정자본이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③ [가구주 성별] 비산촌지역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보이나, 산촌에서

는 가구주 성별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④ [가구주 연령] 임업소득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업외소득에서는 산촌, 비산촌 지

역 모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⑤ [예금] 임업소득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업외소득에서는 산촌, 비산촌 지역 모

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이전

소득

① [교육연수] 산촌지역은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 지역에서는 교

육연수가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② [노동시간] 산촌지역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 지역에서

는 노동시간이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③ [업종] 산촌지역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 대비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지역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④ [가구 경영주 나이]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이전소득의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남.

⑤ [임가 유형]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겸업 중 임업 주업과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임업인 및 전문가 인터뷰(질적 분석 – 현상학적 연구)

임가

소득

① [업종] : 산촌 지역은 업종 선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Pool이 적은 반면, 비산촌 지역에서는 임업 뿐만

아니라 업종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산촌 지역보다 넓고 다양하다. 따라서, 업종 선택에 대한 모수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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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편차가 적은 반면, 산촌은 업종 선택에 대한 모수가 작아지면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편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임업인 B).

④ [노동시간] : 산촌에 비해 비산촌지역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노동시간은 임가소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농가와 비교해서보면 임가의 토지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농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노동생산성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전문가A). 산촌의 생산 여건이 불리함을 이야기

함(임업인A).

임업

소득

② [가구원수] : 산촌 지역에서는 비산촌 지역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구원 중 많은 수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임업인C, 전문가A). 가구원 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산촌 지역에서 가구원 수가 많

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임업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 가구원의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

라 할 수 있다(전문가A).

임업외

소득

④ [가구주 연령] : 임업외소득은 홍보, 온라인 판매, 유통망 개척 등 고령의 임가주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이 많이 있음.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경영주가 이에 대한 대응을 기민하게 할 수 있음(임업

인A, 임업인B, 임업인C). 이러한 결과는 고령의 임업경영주 대상 임업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차

교육활동과 컨설팅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음(전문가C).

이전

소득

⑤ [임가 유형] : 농업을 크게 하면서 임업을 부업으로 하는 임가들에서 주로 이런 특성을 많이 보임. 농업

쪽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임업인A, 임업인B, 임업인C).

종합분석

임가

소득

① [업종] : 산촌 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른 차이 있으나 비산촌 지역에는 없음.

→ 산촌 지역은 업종 선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Pool이 적은 반면, 비산촌 지역에서는 임업 뿐만 아니라 업

종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산촌 지역보다 넓고 다양

④ [노동시간] : 비산촌지역은 노동시간이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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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음.

→ 산촌 지역은 비산촌 지역에 비해 노동생산성 떨어짐.

임업

소득

② [가구원수] : 산촌 지역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나타나나, 비산촌 지역은

유의성 X

→ 산촌지역에서는 비산촌 지역 대비 가구원 중 많은 수가 임업에 종사

임업외소

득

④ [가구주 연령] : 임업소득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업외소득에서는 산촌, 비산촌 지

역 모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 임업외소득은 농업/축산업과 같은 1차 생산이 아닌 2차,3차 산업의 영역을 포함하므로 홍보, 온라인판매, 유

통망 개척 등 고령의 임가 경영주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많음.

⑤ [예금] : 임업소득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업외소득에서는 산촌, 비산촌 지역

모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 임업인의 투자 여력이 임업 외 다른 부문에 투자되고 있음 시사

이전

소득

④ [가구 경영주 나이]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이전소득의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남.

→ 공적 보조금의 연금 영향

⑤ [임가 유형]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겸업 중 임업 주업과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부농형 임업부업 임가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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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소결

산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임가를 산촌, 비산촌

으로 구분하여 임가의 소득원별 소득 결정요인을 살펴봤다.

임가소득에서 산촌지역의 임가는 업종에 있어서 산촌 지역에서는 업종선

택이 가구 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비산촌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산촌 지역의 임가 소득 결정에 있어 업종 전략 선택이 비산촌 지역 보

다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임업인B). 또

한, 비산촌지역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가구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

타난 반면, 산촌지역 임가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촌

지역 임가의 노동 생산 여건이 비산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임업인A).

임업소득에서는 가구원 수가 산촌지역의 임업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비

산촌 지역에서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촌 지역은 비산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원 중 많은 수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업인C), 가구원 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산촌 지역에서 가구원

수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임업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임업외소득에서는 예금과 가구주 연령은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

찬가지로 산촌, 비산촌 지역 모두 예금이 많을수록, 연령은 적을수록 임업외소

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연수에서는 산촌 지역은 가구경영주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지역에서

는 교육연수가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소득에서는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겸업 중 임업 주업과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부농형 임업부업

임가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가구

경영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 보

조금인 연금의 영향이라 해석할 수 있다.

4.1절에서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임가특성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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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4.4절에서 산촌구분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 했을 때 임가소득 결정에 미

치는 요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가소득에서 산촌 임가에서 가구원수가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임업소득에서 산촌 임가에서 가구원수, 비산촌

임가에서 고정자본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업외소득의 경우 산촌

임가에서 가구경영주 교육 수준, 비산촌 임가에서는 고정자본이 유의한 결정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전 소득의 경우 산촌 임가에서는 노동시간, 업종이, 비산촌

임가에서는 고정자본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4.1절에서 임가 전체 대

상으로 분석한 임가소득 결정요인과 4.4절에서의 나타난 결과의 차이점을 중심

으로 주요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를 산촌 여부로 그룹화하여

분석했을 때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는 다른 자본과 전략의 특성

요인이 임가의 소득원별 소득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임

가소득, 임업소득에서 모두 산촌 지역만 가구원 수가 유의한 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촌 지역에서는 비산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원 중

많은 수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수와 관련

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산촌 지역에서 가구원 수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

이 많이 필요한 임업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의 특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득지원 정책을 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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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촌을 사회적 자본으로 포함한 임가의 자본 특성이 임가

전략 및 임가 소득 결정에 미치는 단계별 요인 분석

4.5.1 분석 대상 선정 배경 및 기술적 통계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되

는 사회적 자본(Coleman, 1988)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되어 정의되고 있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North, 1990; Putnam, 1993; Fukuyama, 1995; Inglehart,

1997; Lin, 2001).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조직의 특징(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과 관련되며, 사

회구성원 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비공식적 가치

나 규범으로 집단 또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 구성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 하였으며, Inglehart(1997)는 사회적 자본이 광범위한

자발적 결사체의 네트워크가 출현할 수 있는 신뢰와 관용의 문화라고 하

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개념인 동시에 문화적인 동기와 제도적인 수단을 포괄하는 개

념이다(유석춘 등, 2003).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서 거래비용을 낮춰

주고, 인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과 같은 다른 자원의 생산력을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다(Grootaert & Van Bastelaer, 2001). 이처럼 사회적 자

본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Kay, 2006),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 내·외부의 협력 기반을 구

축하게 하여 공공선을 창출(최석현 외, 2012)하므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적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박태정, 2010).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학적 분석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던 호혜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비정부/비영리 영역에 대한 분석을 대상으로 삼아

(유석춘과 장미혜, 1998)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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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촌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정주공간으로 지형적으로 경사지가 많

은 입지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산촌 주민은 각종 임산물 생산과 밭농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촌의 정의는 산림면적이 읍면

기준 행정구역 전체의 70% 이상인 지역, 일구밀도는 전국 읍면 평균인

106명 이하, 경지면적은 전국 읍면 평균인 19.69% 이하인 읍면 지역 등

3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466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산림청,

2017d). 산촌에 거주하는 임가는 생계를 위해 숲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

하게 남아 있어 전통문화 유지에 기여한다(민경택, 2017). 산촌 지역은

비산촌 지역에 비해 Kay(2006)가 사회적 자본의 창구로 제시한 신뢰, 네트

워크, 상호호혜, 규범, 공동체의식, 정보공유가 긴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사

회적 자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산촌 지역이 비산촌 지역보다 공간의 특

성상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산촌에 거주하는 임

가는 전통지식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이나 규범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자본과 전략을 독립변수로 놓고 소득을 종속변

수로 설정한 SLA 수정 확장 모델 대신, 전통적인 SLA 모형에 따라 사

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산촌 여부를 넣고, 단계별로 자본이 업종이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략이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해볼 것이다. 이는 정책과 제도로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업종

선택과 임가유형 선택 전략에 있다고 초점을 두고, 가구 자본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전략을 결정하는지 알아보고, 이런 전략이 소득원별 소득 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전략변수인 업종과 임가유형을 구분

한 기술적 통계표이다[표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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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변수 전업 겸업주업 겸업부업 총계

육림/벌목업 2 72 137 211(7.18%)

(%) 0.95 34.12 64.93 100

채취업 1 65 230 296(10.07%)

(%) 0.34 21.96 77.7 100

밤나무 재배업 9 104 258 371(12.63%)

(%) 2.43 28.03 69.54 100

떪은감 재배업 11 262 224 497(16.92%)

(%) 2.21 52.72 45.07 100

수실류 18 122 204 344(11.71%)

(%) 5.23 35.47 59.3 100

버섯 재배업 25 158 58 241(8.21%)

(%) 10.37 65.56 24.07 100

조경재업 40 114 199 353(12.02%)

(%) 11.33 32.29 56.37 100

기타재배업 14 254 356 624(21.25%)

(%) 2.24 40.71 57.05 100

총계 120 1,151 1,666 2,937(100%)

(%) 4.09 39.19 56.72 100

Pearson chi2(14) = 298.2692Pr = 0.000
Likelihood-ratio chi2(14) = 294.6003Pr = 0.00
Cramér's V =0.2253
gamma = -0.1525 ASE = 0.022
Kendall's tau-b = -0.1031 ASE = 0.015

[표 4-39]. 전략 변수의 기술적 통계

임가 유형 전략은 겸업 중 임업 부업이 56.72%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겸업 중 임업 주업이 39.19%, 전업이 4.09%였다. 업종 전략에서

는 기타재배업이 21.2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떫은감 재배업 16.92%,

밤나무 재배업 12.63%, 조경재업 12.02%, 수실류 11.71%, 채취업

10.07%, 버섯 재배업 8.21%, 육림/벌목업 7.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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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분석 모형 요약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산촌 여부를 넣고, 단계별로 자본이 업종이

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략이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그림 4-5]와 같이 5가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5]. 임가 자본 특성이 임가 전략 및 임가 소득 결정에

미치는 단계별 결정 요인 분석 모형

각 모형은 단계별로 단속적(Intermittent relation)인 효과를 보는 것이

며,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변수로서의 연속적인 효과를 보

는 것은 아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가

장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거나, 매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한 이론적 체계 및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구조에서는 해당

부분 변수마다 이론적 검증을 찾기는 제약이 크다. 이런 제약조건 하에

단계별 단속적인 관계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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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임가 자본 특성과 업종(8개) 전략과의 관계 분석 결과 (연구모형 1)

순차적으로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임가 자본 특성과 업종 전략 결

정의 관계를 분석하고[표 4-40],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통

해 업종이 가구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4-41].

[표 4-40]. 임가 자본특성과 업종 전략의 관계(다항로짓모형)

변수 채취업 밤나무
재배업

떫은감
재배업 수실류 버섯

재배업
조경재
업 기타

가구주 성별
(여성기준)

Odds ratio 0.66 0.39** 0.81 0.35** 0.79 0.45* 0.60

t-value (-1.16) (-2.88) (-0.60) (-3.14) (-0.58) (-2.22) (-1.60)

임지면적
(ha)

Odds ratio 0.98 0.93*** 0.93*** 0.91*** 0.75*** 0.76*** 0.93***

t-value (-1.65) (-4.15) (-4.31) (-3.93) (-6.60) (-6.16) (-4.79)

경지면적
(ha)

Odds ratio 0.91** 1.05* 0.73*** 0.74*** 0.96 0.89** 0.86***

t-value (-2.97) (2.03) (-7.44) (-6.23) (-0.99) (-2.63) (-5.03)

가구원수
(명)

Odds ratio 1.17 1.16 0.91 1.09 0.83 1.33** 0.97

t-value (1.56) (1.52) (-0.91) (0.83) (-1.65) (2.73) (-0.27)

교육연수
(년)

Odds ratio 1.04** 1.01 1.03** 1.01 1.02 1.03* 1.01

t-value (2.75) (1.07) (2.63) (0.63) (1.03) (2.42) (0.89)

가구주 나이
(세)

Odds ratio 0.96*** 1.01 1.02* 1.00 0.93*** 1.04** 0.99

t-value (-3.62) (0.68) (2.04) (-0.13) (-5.88) (3.06) (-0.50)

노동시간
(시간)

Odds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3.72) (2.68) (7.12) (7.19) (7.68) (6.29) (6.19)

고정자본
(백만원)

Odds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3.86) (0.19) (1.16) (0.59) (1.46) (2.00) (1.34)

예금
(백만원)

Odds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3.12) (2.49) (1.92) (1.25) (3.52) (2.45) (3.05)

부채
(백만원)

Odds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2.13) (-0.67) (-2.69) (-1.69) (0.13) (1.25) (-1.93)

산촌여부
(비산촌
기준)

Odds ratio 1.65* 0.36*** 0.35*** 0.37*** 1.27 0.15*** 1.12

t-value (2.14) (-5.25) (-5.47) (-4.99) (1.01) (-9.26) (0.58)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116

Log-Likelihood -5253.70

AIC 10661.40

BIC 11122.26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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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림/벌목업 대비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9% 낮고, [교육

연수]가 1단위 증가할 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4%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4% 낮게 나타

났으며, [산촌]에 거주할수록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65% 높게 나타났

다.

2) 육림/벌목업 대비 밤나무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밤나무 재배업을 선택할 확

률이 61% 낮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밤나무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게 나타났다.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시 밤나무 재배업

을 선택할 확률이 5% 높게 나타났고, [산촌]에 거주할수록 밤나무 재배

업에 종사할 확률이 64% 낮게 나타났다.

3) 육림/벌목업 대비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

게 나타났고,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

률이 27% 낮게 나타났다. [교육연수]가 1단위 증가할 시 떫은감 재배업

을 선택할 확률이 3%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수록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2% 높게 나타났다. [산촌]에 거주할수록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65% 낮게 나타났다.

4) 육림/벌목업 대비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

[가구주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61% 낮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9%

낮아졌다.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수록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26%

낮아졌다. [산촌]에 거주할수록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63%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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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임가소득
(FOI)

임업소득
(FMI)

임업외소득
(EFMI)

이전소득
(TI)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2 -0.01 0.11** -0.05

t-value (0.70) (-0.40) (3.29) (-1.55)

경영종류: 밤나무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1 0.00 0.03 0.05

t-value (0.18) (0.05) (0.80) (1.46)

경영종류: 떫은감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2 0.04 0.09*

t-value (0.03) (-0.53) (0.87) (2.29)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7 0.05 0.06 0.06

t-value (1.80) (1.37) (1.66) (1.52)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0 0.01 0.02 -0.04

t-value (0.14) (0.18) (0.72) (-1.29)

[표 4-41]. 업종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확률효과모형)

5) 육림/벌목업 대비 버섯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버섯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25% 낮고,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 시 버섯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아

졌다.

6) 육림/벌목업 대비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

[가구주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55% 낮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24% 낮으며,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11% 낮아졌다. [가구원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33% 높아졌으며, [교육연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3% 높아졌다.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조

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4% 높아졌으며, [산촌]에 거주할수록 조경재업

을 선택할 확률이 85% 낮아졌다.

7) 육림/벌목업 대비 기타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기타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으며,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기타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14%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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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임가소득
(FOI)

임업소득
(FMI)

임업외소득
(EFMI)

이전소득
(TI)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13*** 0.14*** 0.03 0.04

t-value (3.48) (3.62) (0.76) (1.14)

경영종류: 기타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Coefficient -0.03 -0.03 0.01 0.02

t-value (-0.80) (-0.64) (0.14) (0.55)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7.00 7.00 7.00 7.00

R2 0.03 0.03 0.02 0.03

rho 0.61 0.62 0.66 0.63

sigma_u 0.77 0.77 0.81 0.78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1087.31 1103.35 1262.72 1154.65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업종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 대비 임가소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고, 채취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 대비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떫은감 재배업에 종사하

는 가구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 대비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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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경영종류 : 육림/벌목업

Odds ratio t-value

가구주 성별 2.06* (2.36)

임지면적(ha) 1.07*** (6.18)

경지면적(ha) 1.08*** (3.45)

가구원수 0.94 (-0.74)

교육연수 0.98 (-1.85)

가구주 나이 1.01 (0.75)

노동시간(시간) 1.00*** (-4.98)

고정자본(백만원) 1.00 (-0.18)

예금(백만원) 1.00** (-2.64)

부채(백만원) 1.00 (1.40)

산촌 1.96*** (3.90)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105

Log-Likelihood -679.34

AIC 1380.67

BIC 1446.51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4.5.4. 임가 자본 특성과 업종(2개) 전략과의 관계 분석 결과 (연구모형 2)

연구모형 1과 달리 연구모형 2에서는 전통적인 임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육림/벌목업과 나머지 임업 업종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순차

적으로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임가 자본 특성과 업종 전략 결정의 관계

를 분석하고[표 4-42],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업종이

임가 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4-43].

[표 4-42]. 임가자본특성과 업종 전략의 관계(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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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임가소득
(FOI)

임업소득
(FMI)

임업외소득
(EFMI)

이전소득
(TI)

경영종류:
육림/벌목업
(참조:
재배·채취임업)

Coefficient -0.02 -0.01 -0.04 -0.02

t-value (-0.72) (-0.36) (-1.48) (-0.66)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1.00 1.00 1.00 1.00

R2 0.00 0.00 0.00 0.00

rho 0.62 0.63 0.66 0.64

sigma_u 0.79 0.79 0.81 0.80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1135.53 1150.71 1290.70 1206.90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43]. 업종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확률효과모형)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

률이 106% 높게 나타났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높게 나타났다. [경지면적]이 1단

위 증가할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률이 8% 높게

나타났으며, [산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

업을 선택할 확률이 96% 높게나타났다.

재배·채취 임업 대비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소득 결정요인은

각 소득원별로 유의한 결정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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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임가 자본 특성과 임가 유형 전략 관계 분석 결과 (연구모형 3)

연구모형 3에서는 순차적으로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임가 자본 특

성과 임가 유형 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표 4-44], 확률효과모형을 이

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임가 유형 전략이 가구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표 4-45].

[표 4-44]. 임가유형전략과임가자본특성의관계 (다항로짓)

변수
겸업주업 겸업부업

Odds ratio t-value Odds ratio t-value

가구주 성별 2.13* (2.32) 1.83 (1.90)

임지면적(ha) 1.02 (0.89) 1.04 (1.56)

경지면적(ha) 0.93* (-2.07) 0.90** (-3.02)

가구원수 1.37* (2.42) 1.33* (2.18)

교육연수 1.03 (1.72) 1.02 (1.55)

가구주 나이 1.04** (3.06) 1.00 (0.03)

노동시간(시간) 1.00*** (-5.46) 1.00*** (-15.88)

고정자본
(백만원) 1.00* (-2.52) 1.00** (-2.86)

예금(백만원) 1.00 (1.76) 1.00** (2.83)

부채(백만원) 1.00 (-0.58) 1.00 (0.27)

산촌 2.79*** (4.93) 2.32*** (4.00)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128

Log-Likelihood -2099.03

AIC 4242.06

BIC 4373.73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임가 유형 전략 선택에 미치는 결정 요인에서 [가구주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전업 대비 겸업 주업의 전략을 택할 확률이 113%이상

높게 나타났고, 겸업 부업의 전략을 택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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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임가소득
(FOI)

임업소득
(FMI)

임업외
소득

(EFMI)

이전
소득
(TI)

겸업주업
(참조: 임업전업)

Coefficient -0.14** -0.25*** 0.09* 0.14**

t-value (-2.91) (-5.45) (2.06) (2.93)

겸업부업
(참조: 임업전업)

Coefficient -0.12* -0.31*** 0.22*** 0.14**

t-value (-2.54) (-6.42) (4.71) (3.00)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00 2.00 2.00 2.00

R2 0.00 0.03 0.06 0.01

rho 0.62 0.62 0.64 0.64

sigma_u 0.79 0.77 0.77 0.80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1133.44 1110.66 1143.66 1200.10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45]. 임가 유형 전략의 임가 소득 결정 요인 분석(확률효과모형)

않았다.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수록 전업 대비 겸업주업을 전략으로

택할 확률은 7% 낮게 나타났고, 겸업부업을 전략으로 택할 확률은 10%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겸업 주업을 선택할 확률

이 37% 높게 나타났고, 겸업 부업을 선택할 확률은 33%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전업에 비해 겸업 주업을 선택할 확

률이 4% 높게 나타났다. [산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전업보다 겸업주

업을 전략으로 택할 확률이 179% 높게 나타났고, 전업보다 겸업부업을

전략으로 택할 확률이 132% 높게 나타났다.

겸업 주업은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

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겸업 부업

의 경우도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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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임가 자본 특성과 순차별 업종(8개), 임가 유형 전략과의 관계

분석 결과 (연구모형 4)

[표 4-46]. 업종 전략과 임가자본특성의 관계(다항로짓모형)

변수 채취업 밤나무
재배업

떫은감
재배업 수실류 버섯

재배업
조경
재업 기타

가구주 성별
Coefficient 0.66 0.39** 0.81 0.35** 0.79 0.45* 0.60

t-value (-1.16) (-2.88) (-0.60) (-3.14) (-0.58) (-2.22) (-1.60)

임지면적
(ha)

Coefficient 0.98 0.93*** 0.93*** 0.91*** 0.75*** 0.76*** 0.93***

t-value (-1.65) (-4.15) (-4.31) (-3.93) (-6.60) (-6.16) (-4.79)

경지면적
(ha)

Coefficient 0.91** 1.05* 0.73*** 0.74*** 0.96 0.89** 0.86***

t-value (-2.97) (2.03) (-7.44) (-6.23) (-0.99) (-2.63) (-5.03)

가구원수
Coefficient 1.17 1.16 0.91 1.09 0.83 1.33** 0.97

t-value (1.56) (1.52) (-0.91) (0.83) (-1.65) (2.73) (-0.27)

교육연수
Coefficient 1.04** 1.01 1.03** 1.01 1.02 1.03* 1.01

t-value (2.75) (1.07) (2.63) (0.63) (1.03) (2.42) (0.89)

가구주 나이
Coefficient 0.96*** 1.01 1.02* 1.00 0.93*** 1.04** 0.99

t-value (-3.62) (0.68) (2.04) (-0.13) (-5.88) (3.06) (-0.50)

노동시간
(시간)

Coefficien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3.72) (2.68) (7.12) (7.19) (7.68) (6.29) (6.19)

고정자본
(백만원)

Coefficien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3.86) (0.19) (1.16) (0.59) (1.46) (2.00) (1.34)

예금
(백만원)

Coefficien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3.12) (2.49) (1.92) (1.25) (3.52) (2.45) (3.05)

부채
(백만원)

Coefficien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alue (-2.13) (-0.67) (-2.69) (-1.69) (0.13) (1.25) (-1.93)

산촌여부
Coefficient 1.65* 0.36*** 0.35*** 0.37*** 1.27 0.15*** 1.12

t-value (2.14) (-5.25) (-5.47) (-4.99) (1.01) (-9.26) (0.58)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116

Log-Likelihood -5253.70

AIC 10661.40

BIC 11122.26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1) 육림/벌목업 대비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9% 낮고, [교육

연수]가 1단위 증가할 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4%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4%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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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산촌]에 거주할수록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65% 높게 나타났다.

2) 육림/벌목업 대비 밤나무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밤나무 재배업을 선택할 확

률이 61% 낮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밤나무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게 나타났다.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시 밤나무 재배업

을 선택할 확률이 5% 높게 나타났고, [산촌]에 거주할수록 밤나무 재배

업에 종사할 확률이 64% 낮게 나타났다.

3) 육림/벌목업 대비 떫은감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

게 나타났고,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

률이 27% 낮게 나타났다. [교육연수]가 1단위 증가할 시 떫은감 재배업

을 선택할 확률이 3%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수록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2% 높게 나타났다. [산촌]에 거주할수록

떫은감 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65% 낮게 나타났다.

4) 육림/벌목업 대비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

[가구주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61% 낮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9%

낮아졌다.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수록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26%

낮아졌다. [산촌]에 거주할수록 수실류를 선택할 확률이 63% 낮게 나타

났다.

5) 육림/벌목업 대비 버섯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버섯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25% 낮고,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 시 버섯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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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림/벌목업 대비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

[가구주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55% 낮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24% 낮으며,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11% 낮아졌다. [가구원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33% 높아졌으며, [교육연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3% 높아졌다. [가구주 나이]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조

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4% 높아졌으며, [산촌]에 거주할수록 조경재업을

선택할 확률이 85% 낮아졌다.

7) 육림/벌목업 대비 기타재배업을 선택할 확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기타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낮으며,

[경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 시 기타재배업을 선택할 확률이 14% 낮아졌다.

[표 4-47]. 업종 전략과 임가 유형 전략의 관계(다항로짓모형)

변수
겸업주업 겸업부업

Odds ratio t-value Odds ratio t-value

경영종류: 채취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1.81 (0.48) 3.36 (0.99)

경영종류: 밤나무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0.32 (-1.43) 0.42 (-1.10)

경영종류: 떫은감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0.66 (-0.53) 0.30 (-1.56)

경영종류: 수실류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0.19* (-2.20) 0.17* (-2.39)

경영종류: 버섯 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0.18* (-2.32) 0.03*** (-4.51)

경영종류: 조경재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0.08*** (-3.43) 0.07*** (-3.58)

경영종류: 기타재배업
(참조집단: 육림/벌목업) 0.50 (-0.89) 0.37 (-1.30)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061

Log-Likelihood -2259.19

AIC 4550.37

BIC 4646.14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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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벌목업 대비 [수실류]를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는 전업 대비 겸업

주업을 택할 확률이 81% 낮게 나타났으며, 겸업 부업을 선택할 확률은

83% 낮게 나타났다.

육림/벌목업 대비 [버섯재배업]을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는 전업대비

겸업 주업을 택할 확률이 82% 낮게 나타났으며, 겸업 부업을 선택할 확

률은 99.7% 낮게 나타났다.

육림/벌목업 대비 [조경재업]을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는 전업 대비 겸

업 주업을 택할 확률이 92% 낮게 나타났으며, 겸업 부업을 택할 확률은

93% 낮게 나타났다.

즉, [조경재업], [수실류], [버섯재버업]을 업으로 택하는 가구에서는

[육림/벌목업]을 업으로 택하는 가구 대비 겸업보다 전업을 택하는 확률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임가소득
(FOI)

임업소득
(FMI)

임업외소득
(EFMI)

이전소득
(TI)

겸업주업
(참조: 임업전업)

Coefficient -0.14** -0.25*** 0.09* 0.14**

t-value (-2.91) (-5.45) (2.06) (2.93)

겸업부업
(참조: 임업전업)

Coefficient -0.12* -0.31*** 0.22*** 0.14**

t-value (-2.54) (-6.42) (4.71) (3.00)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00 2.00 2.00 2.00

R2 0.00 0.03 0.06 0.01

rho 0.62 0.62 0.64 0.64

sigma_u 0.79 0.77 0.77 0.80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1133.44 1110.66 1143.66 1200.10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48]. 임가 유형 전략의 가구소득 결정 요인 분석(확률효과모형)

겸업 주업은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

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겸업 부업

의 경우도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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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육림/벌목업

Odds ratio t-value

가구주 성별 2.06* (2.36)

임지면적(ha) 1.07*** (6.18)

경지면적(ha) 1.08*** (3.45)

가구원수 0.94 (-0.74)

교육연수 0.98 (-1.85)

가구주 나이 1.01 (0.75)

노동시간(시간) 1.00*** (-4.98)

고정자본(백만원) 1.00 (-0.18)

예금(백만원) 1.00** (-2.64)

부채(백만원) 1.00 (1.40)

산촌 1.96*** (3.90)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105

Log-Likelihood -679.34

AIC 1380.67

BIC 1446.51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4.5.6. 임가 자본 특성과 순차별 업종(2개), 임가 유형 전략과의 관계

분석 결과 (연구모형 5)

[표 4-49]. 임가자본특성이 업종 전략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로짓모형)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

률이 106% 높게 나타났고, [임지면적]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률이 7% 높게 나타났다. [경지면적]이 1단

위 증가할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선택할 확률이 8% 높게

나타났으며, [산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

업을 선택할 확률이 96%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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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업종 전략과 임가 유형 전략의 관계(다항로짓분석)

변수
겸업주업 겸업부업

Odds ratio t-value Odds ratio t-value

경영종류: 육림/벌목업
(참조: 재배·채취임업) 3.94 (1.89) 5.29* (2.32)

Observations 2937

Pseudo R-squared 0.002

Log-Likelihood -2400.53

AIC 4809.05

BIC 4832.99

Exponentiated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는 전업

대비 겸업 부업을 선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임가소득
(FOI)

임업소득
(FMI)

임업외
소득

(EFMI)

이전
소득
(TI)

겸업주업
(참조: 임업전업)

Coefficient -0.14** -0.25*** 0.09* 0.14**

t-value (-2.91) (-5.45) (2.06) (2.93)

겸업부업
(참조: 임업전업)

Coefficient -0.12* -0.31*** 0.22*** 0.14**

t-value (-2.54) (-6.42) (4.71) (3.00)

Observations 2937 2937 2937 2937

Degree of Freedom 2.00 2.00 2.00 2.00

R2 0.00 0.03 0.06 0.01

rho 0.62 0.62 0.64 0.64

sigma_u 0.79 0.77 0.77 0.80

sigma_e 0.61 0.61 0.58 0.60

Breusch and Pagan LM
Prob > chi2

1133.44 1110.66 1143.66 1200.10

0.00 0.00 0.00 0.00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51]. 임가 유형 전략의 임가 소득 결정 요인 분석(확률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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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주업은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

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겸업 부업

의 경우도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4.5.7. 소결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자본과 전략을 독립변수로 놓고 소득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제시한 ‘SLA 수정 확장 모델’ 대신, ‘전통적인 SLA 모형’

에 기반하고,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산촌 여부를 포함하는 모형을

통해, 임가 자본과 업종 전략, 유형 전략과의 관계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전략에 대한 소득원별 소득 결정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 이는 업종과 유

형 전략이 정책과 제도로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데 착안하여

가구 자본의 특성과 전략 선택의 관계 파악과 소득원별 소득에 미치는

전략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촌에 거주할수록 육림/벌목업, 밤나무 재

배업, 떫은감 재배업, 조경수 재배업보다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임가 유형 전략 선택에 미치는 결정 요인에서 [가구주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전업 대비 겸업 주업의 전략을 택할 확률이 113%이상

높게 나타났고, [산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전업보다 겸업주업을 전략

으로 택할 확률이 179% 높게 나타났고, 전업보다 겸업부업을 전략으로

택할 확률이 132% 높게 나타났다.

겸업 주업은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

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겸업 부업

의 경우도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업종에서 [조경재업], [수실류], [버섯 재배업]을 업으로 택하는 가구에

서는 [육림/벌목업]을 업으로 택하는 가구 대비 겸업보다 전업을 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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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업

종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는 전업 대비 겸업 부업을 선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 임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봤

을 때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 대비

임가소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고, 채취업에 종사하는 가구

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 대비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

다. 떫은감 재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가구 대

비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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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임업을 경영하는 가구가 지속가능하게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가

소득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가소득이 어떠한 조건에서 더 향상될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가의 소득 증진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내

기 위해서는 개별 임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가의 소득은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각의 소득원별로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구의 보유자본이나 선택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나

아가서, 임업인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소득수준, 산촌 거주 여부에 따른

유형별로 소득원별 임가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구의 보유자본이나 선

택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임가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가구경영주 연령, 노동시간, 예금, 경지면적, 업종, 지역으로 나

타났고, 임업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시간, 경지면적, 업

종, 임가유형, 지역이 나타났다. 임업외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가구경영주 성별, 가구경영주 연령, 예금, 임가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전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경영주 연령, 가구경영주

교육수준, 예금, 임가유형, 지역이 나타났다. 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

소득, 이전소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각각의 요인들은 종속변수가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임업인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에 기준하여 5가지 그룹으로 구분

한 분석에서는 특정 그룹에서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요인이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분

석했을 때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임가유형이 특정 집단(3그룹: 재

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는 임가소득 결정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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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임지면적이 특정 집단(5그룹: 기타 혼합형)에서는 임업소득 결정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4분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특정 분위에

서의 소득원별 소득결정요인이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다

른 양상을 나타냈다. 임가소득 결정요인에서 업종, 노동시간은 임가 전체

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동일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노동시간의 경

우 소득수준 1분위에서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으며, 업종도 4분위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임업소득 결정요인에서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부채가 소득수준 1분위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났다.

넷째, 임가를 산촌과 비산촌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산촌 지역에서의

소득원별 소득결정요인이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는 다른 양

상을 나타냈다. 임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했을 때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구원 수가 산촌지역에서만 임가소득, 임업소득에서 모두 유의한

소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임가를 1) 임업인 정의에 따

른 임가성격, 2) 소득수준, 3) 산촌 여부로 세분화 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득원별 결정 요인이 존재하였다. 임가소득에서는

가구경영주연령, 노동시간, 예금, 임업업종, 임업지역이 공통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고, 임업소득에서는 노동시간, 경지면적, 임업업종, 임업지역이

공통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업외소득에서는 가구경영주 연령, 예금이

공통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에서는 가구경영주연령, 가구경

영주 교육수준, 임가유형, 임업지역이 공통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산촌에 거주하는 임가일수록 업종에서 채취업을 선택할 확률

이 높게 나타났고, 임가유형에서 전업보다 겸업주업과 겸업부업을 전략

으로 택할 확률이 각각 179%, 132% 높게 나타났다. 임가유형 전략 선택

에서 겸업은 주업과 부업모두 전업에 비해 임가소득, 임업소득이 모두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임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모두 높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업종 전략 선택에서 조경재업, 수실류, 버섯재버업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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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택하는 가구가 육림/벌목업을 업으로 택하는 가구 보다 임가 유형

전략으로 겸업보다 전업을 택하는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배·채취업 대비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하는 임가는 전

업 대비 겸업 부업을 선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임가를 특정 유형별로 세

분화하여 분석했을 때 소득원별 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

났다. 이는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을 적용할 때 임가의 세부 그룹 특성에

따라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임가소득 증진 정책을 수립할 때 대상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소득지원 정책을 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임업소득에는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노동시간’과 자연자본에 해

당하는 ‘경지면적’이 공통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분야 생산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생산 투입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임업소득 증진 정책은 노동집약적

이라 고용효과가 크므로 임업분야 고용을 늘리는 정책적 수단 마련이 필

요하다는 점과 경지면적이 유의한 소득 결정요인이 되므로 농산촌에 휴

경되고 있는 농지에 임업활동을 촉진 장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임업인

A)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임업외소득에서는 ‘가구주 연령’과 ‘예금’이 공통 결정요인으로 나

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집약적인 1차 생산의 임업보다는

임업외소득을 올리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가늠(임업인A, 임업인B)할

수 있으며, 가구에서 보유한 재정적 자본이 임업소득이 아닌 임업외소득

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높음(임업인A, 전문가A)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전소득에서는 ‘교육수준’과, ‘임가 유형’이 공통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업현장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임가일수록 정부 보조금 수

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경향성을 확인(임업인A, 임업인B)할 수 있

으며, 전업보다 겸업을 택하는 임가의 이전소득이 높은 것은 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가에서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향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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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업인A, 전문가A).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임가소득 결정요인을 알아본 시초

연구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예측(proximation)하는 변수를 통해 추상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성격이 구분되는 임업 현장에서 조사

가능한 실질적인 변수를 이용하였다. 임가의 경상소득을 최대한으로 세

분화(임가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하여 소득원별 결정요인

을 알아보았으며, 나아가 임업인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소득수준, 산촌

거주여부로 관점을 세분화하여 소득원별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밝혔다. 이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세부 변수별로 관련 후속 연구들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모형을 적용해 해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를 활용한 양적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업인을 대상으로 심층인

터뷰를 통한 질적분석을 추가하였다. 임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

해석과 고찰을 수행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기반한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에서 SLA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사용된 변수는 가구주의 지역 거주

년 수(Zenteno et al., 2013), 조합가입 여부(Pephra, 2015), 지역 조합 가

입 수(Fang et al., 2014) 등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의 패

널 데이터 부재로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연구

모형3-1, 연구모형3-2)에서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산촌 여부를 포함

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산촌여부는 SLA 선행연구에서는

없던 변수로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이와 관

련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임가경제조사의 최신 데이터인 2014년부터 2016

년의 3개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임가경제조사는 2005년부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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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적되어 있는데, 2013년에 2010년 농림업총조사 모집단에 맞춰 표본

이 개편되어, 2014년부터는 표본이 바뀌게 되었다. 2018년 조사부터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맞춰 표본이 다시 개편된다. 시기별 표본이 동

일한 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소득 결정에 미치는 임가의 자본 및 전략

특성 요인을 비교할 수 있다면, 보다 긴 시간 변화에 따른 임가 소득 결

정요인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석에서 연구자가 선정한 임업인과 전문가

들은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최선의 포커스 그

룹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본 연구 포커스 그룹의 의견이 임가경제조사

17개 업종 종사 임가들이 업을 영위하고 경험하는 모든 현실 상황을 포

괄하지는 않으며, 양적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자의적인 견해가 다수 포

함되어 있다. 이는 질적 분석 자체가 지닌 한계이며, 향후 보다 많은 업

종, 임가유형, 지역에 있는 임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보완된다면

보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은 임가

경제조사 조사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다. 향후, 임가경제통계의

조사 내용이 추가되고, 자료가 보다 축적된다면 소득원별 임가소득 결정

영향 요인 변수 추정의 범위를 현재보다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임가소득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은 임가 소

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임업을 전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면 규모가 커야하고, 규모가 크면 노동 투

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농산촌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현

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지리적인 특성상 산림에서 기계화 영농을 하기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임가에서 임산물 생산을 대체로 부업으로 하는

이유기이도 하다. 본 연구는 농업 분야처럼 임산물 생산의 경쟁력 강화

보다 농산촌에 살아가는 임가의 지속가능한 생계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

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가구 소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가 임가 소득 정책결정권자 및 임가에게 임가소득 결정 구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가 소득 증대

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임가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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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Ⅰ. 양적 분석에 대한 단계별 내용

1) ANOVA(Analysis of Variance)

ANOVA는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관측치들이 존재할 때, 전체 관측

치의 분산 또는 총 제곱합(Total sum of squares)을 분석하여 오차에 의

한 영향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하는지 혹은 무엇인지를 찾아낸

는 분석방법이다(민인식과 최필선, 2014). 분산분석은 분산의 원인이 어

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방법이다. 예를들어, 세 집단에 처치

를 가했을 때, 집단간 차이가 발생하면 처치효과가 있는 것이고, 처치효

과가 없다면 집단 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집단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처치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면 기준이 필요

하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집단 내 차이, 즉 집단 내 편차의 합()

은 항상 0이 되므로, 집단 간 편차는 집단 간 편차제곱합()으로

계산하고 집단 내 편차는 집단 내 편차제곱합()으로 계산한다(성

태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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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공식으로 다시 설명해보면, 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전체평균이

며, 는 전체 평균에서 각 객체가 지닐 수 있는 평균이상 혹은 평균이하

의 차이이다. 는 일반적으로 노이즈(noise) 즉, 차이(difference)로 불리

며 각 객체가 집단 내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ANOVA는 일반적으로 대립가설 상(H1) 둘 이상의 집단간 평균 차이

가 존재하느냐를 검증하는 분석도구로써 귀무가설(H0)은 모든 집단의 평

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아래 식에서 k=2 즉, 두 집단을

가정하게 되면 t-test와는 동일하지만 이는 one-way ANOVA와 방법이

다를 뿐 결과는 동일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ANOVA의 결

과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 for ≠

2) ANOVA Post-hoc analysis

ANOVA는 결과 분석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서로 다르다.” 라

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Post-hoc

analysis 또는 Multiple Comparison이라고 한다. Post-hoc analysis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Tukey, Duncan, Scheffe, Bonferroni 등의 방법이 있

다. 이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Bonferroni와 Tukey이며 이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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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며 각, 그룹간 t-test를 모두 쌍대비교하여

유의수준 5%를 고정한 상태에서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는 방식이다.

Tukey HSD(Honestly Significance Difference)는 집단의 사례수가 유사

할 경우에 추가적인 분석을 활용하여 가장 정밀하게 차이를 감지할 때

에 사용된다. Duncan은 등분상성과 그룹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고안

된 방법이며 다른 post-hoc방식에 비해 차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 자

주 이용된다. Scheffe는 Tukey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며 그룹

의 표본 수가 다르더라도 융통성 있게 사용되지만 유의수준을 0.1로 고

정하므로 검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Bonferroni는 모든 그룹의 크기

가 다르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신뢰구간이 상당히

넓어 집단 간 차이 검증력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정력이 가장 엄격한 Tukey HSD를 post-hoc test로 사용하며, 독립변

수의 집단 간의 유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사용되는

Duncan’s LSR(least Significant Range)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3-3]. ANOVA와 사후분석 체계도 및 공식

3) VIF 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수 전제조건 중 하나는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특정 독립변

수가 일부 독립변수와 강한 비직교성(non-orthogonality)의 관계를 가질



- 236 -

때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3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의

강한 선형관계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김두섭과 강남

준, 2008). 잔여분산(Residual variance)의 크기는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

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단서가 된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잔여분산 값의 역수(



)를 취해서 도

출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값이 5이하면 엄격한 수준에서 다중공

선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10이하면 보수적인 수준에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4) 상관 분석

상관은 두 변수의 값들이 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 값 간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한 변수

가 감소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변화가 없는지를 밝

히고, 그 정도를 추정하여 변수들 간의 방향과 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상

관분석 절차에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Kendall의 타우 등으로 구할 수 있다.

 



Pearson 적률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일 때 선형적인

관계를 모수적(parametric)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값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두 연속형 변수의 분포가 심각하게

정규분포를 벗어날 때 혹은 두 변수가 순위형 변수일 때 주로 사용한다

(, rg: rank variables, , standard deviations of

rank variables). Kendall 순위 상관관계 계수는 Spearman 순위상관계수



- 237 -

와 비슷하지만 순위척도 자료 또는 순위척도 자료로 변환한 자료간 상관

계수를 나타낸다(방향부합수: number of concordant, 방향비부합수:

number of discordant).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는 표준화된 공분산을 사용하며, 공분산

()은 각 변량 단위에 의존하게 되어 두 변수의 변동 크기가

변량에 의해 변하게 되므로 각 변량의 표준편차를 사용해 표준화()

하여 양의 값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의 값이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0의 값이 나오면 두 변량은 상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변수들의 공분산은 상관계수를 의미하

며 상관계수는 ≦ ≦ 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5)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

패널 자료 분석의 세 가지 주요 추정 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s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 Pooled

OLS가 있다. 각 추정량(estimator)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공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는 설명변수인 의 변화에 따라 얼만큼 변

화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추정계수인 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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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i는 추정대상이 되는 객체(i=1, 2, ..., N)이며 t는 시간을 나타낸다

(t=1, 2, .., t). 는 추정에 있어서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동태성

(dynamics)정도를 나타내며, 는 조사자에게 관측되기 어려운 이산성

(unobserved heterogeneity, 미관측 이질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횡

단면 회귀분석(cross-sectional regression)에서는 가 다르게 구분

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환경 혹은 시간 변화에 따른 동태적 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므로 보다 엄밀한 조건에서 변수의 효과

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횡단면데이터나 시계열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패널데이터가 가지는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모형에서는 각 개체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포함 할 수 있어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줄일 수 있다. 둘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 보다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구할 수 있다. 셋째,

횡단면 데이터는 변수들 간 정적(static)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지만 패

널데이터에서는 동적(dynamic)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Greene, 2003).

 

위의 공식을 통해 풀어서 설명해보면 =0이면 정태적인 분석이 되고

≠이면 동태적 분석이 된다. 는 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미관측 이

산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데이터는 균

형(balanced)일수록 좋으며, 부분적으로 불균형(unbalanced)이어도 분석

은 가능하나 오차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 처리에 있어서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고정효과로 분석해야 하며 를 일부분 허용 하려

면 확률효과로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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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invariant variables)가 존재한다면 확률효과모형이 바람직하다.

요약해보면, 를 빼고 전체자료를 이용해 추정한다면 Pooled OLS로

분석하며, 를 N-1개의 개인별 더미로 처리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평균

변산치(mean-deviated)에 OLS를 적용한다면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

며, 를 와 독립인 확률변수로 보고 GLS를 적용한다면 확률효과모형

으로 분석해야 한다.

아래의 다중회귀식을 통해 간략히 요약해볼 수 있다.

     -(1) 횡단면 분석 1

    -(2) 횡단면 분석 2

위 두 항에 대해 Pooled OLS로 분석한다는 것은 다음의 식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 -(3) 횡단면 분석 3

위 식 (1), (2)와 (3)의 다른 점은 표본이 늘어난 것이며 시간(t)에 대

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미

관측 이산성인 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단순 OLS와 차이가 없

다. 하지만 위 식을 빌려 패널데이터 분석을 설명해보면 에 대한 고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d   -(4) 시간고려

     and   -(5) 시간과

이분산성 고려

즉, 패널자료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은 실제로는 관측되기 어려운 변수

는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모형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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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지 않는(time-invariant) 변수에 대해 개인 특성에 모두 포함하여 일

괄통제해 분석한다. 고정효과와 Pooled OLS를 비교하자면 다음의 그림

과 같다.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좌측그림이며

우측그림은 각 개체에 대한 미관측 이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G는 각 i에 대해 처치효과가 1회와 2회가 시간에

따라 각각 진행된 것을 나타낸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좌측 그림은 추정

계수가 각 개체에 따라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측 그림은 추정

계수가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를 고려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개별 개체의 시간변화를 가정하고 설명변수()를 종

속변수()에 대해 추정계수를 밝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패널

데이터에 있어서 추정한 추정량은 고정효과이며, 확률효과는 조금 다른

추정량이다. 가 각 객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고정된 효과가 아니라

확률적인(random)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계수까지도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Hausman test

로 분석하며 해당 분석의 가정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간 추정

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만약 유의한 결과가 나온다면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고,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확률효과모

형으로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확률효과모형

(Random-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패키지 STATA 14.0을

활용하여 계수 값들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 패널데

이터 분석 방법으로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가 경제 조사 데이터 구조가 균형패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구조가 매년 결측치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균형패널이라하고, 데이터 결측치가 있을 때는 뷸균형패널이라고

한다. 둘째, 균형패널 데이터 구조에서 임가의 수는 많고, 연도수가 적어

임가별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을 사용하면 자유도 상실이 커질 수

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할 때에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룹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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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 임가 유형, 임업업종 등의 더미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확률효

과모형을 선택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 가정할 때에는 cov( )=0로 자기상관문제 즉, 독립변수

와 오차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야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추정량

(efficient estimator)이 구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로 추정하고, 개별 모델에

대해서 Breusch and Pagan LM(lagrangian multiplier)로 AR(1) 자기상

관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LM이 유의하다면 확률효과추정

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6) 다항로짓 분석(Multinomail Logit Analysis)

응답변수에서 위계(Hierarchy)와 순서화(Ordered)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Liao, 1994). 로짓모형의 경우, 응답

변수가 이항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 모형이 도출되는

반면, 다항로짓모형은 응답변수가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항 선택 상황의 연장선

상에서 다항 선택이 다뤄진다(Lee et al., 2000).

Pr  Pr  Pr  
Pr  

 
  



 

위의 공식을 통해 풀어서 설명해보면 Prob(y=0)은 Prob(y=1)의 이항

선택항의 확률이다. 이항 선택항끼리는 서로 비교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식이 두 확률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항형식(Binary Form)으로 정리하고, 3개 이상인 범주를 가진 다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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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범주가 2개인 경우는 로짓모형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고, 범

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항로짓모형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성우

등, 2005). 다항로짓분석은 본 고의 4.5절에서 임가가 보유한 자본특성에

따라 업종과 임가유형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와 관계 확인 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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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사과정생 조장환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인 ‘우리나라 임업가구의 소득 결정요인’ 분석에

서 도출한 결과에 대해 조언을 여쭙고 싶어 임업인 및 전문가 대

상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외 임업가구 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국내 농업 가구 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국내 임업가구 소득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1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한국갤럽리서치에서 매년 1,015개 임업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임업가구경제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가구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업 가구별 특성과 전략에 따라 임업가구소득, 임업소

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의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국

내 임업가구 소득 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임업인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활용하

여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경험적 의견을 여쭙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오로지 순수한 연

부록Ⅱ. 질적 분석을 위한 인터뷰 설명 자료

대한민국 임업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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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임업 가구 소득 증대

를 위한 방향 도출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인터뷰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각 박스별 배경에 대해 살펴봐

주시고, 여쭤보는 질문 내용에 대해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더없이 소중한 귀하의 고견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귀하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사과정생 조 장환 배상

< 1. 임업가구의 정의 >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다.

첫째,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둘째,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셋째,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는 산주나 임업인이나 모두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을 하는 대상은 국내 전체 산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업인 중 임업가구 정의를 충족시키는 임업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5 -

< 3. 임업가구 소득의 구분 >

O 임업가구 소득 = 임업소득 + 임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O 임업가구 소득 (본 연구 분석 대상)

임업가구소득을 의미하며 경상소득(임업소득+임업외소득+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가구의 총 소득이다.

O 임업소득 (본 연구 분석 대상)

임업가구소득에서 임업(17개 업종 : 육림업, 벌목업, 송이 채취업, 기타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기타 수실류(복

분자, 은행), 원목표고버섯(시설, 노지, 톱밥배지), 조경수, 분재/야생화,

산나물 재배(더덕,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등), 약용식물 재배(오미자, 산

양삼, 당귀, 맥문동 등)활동을 통해 얻은 총수입에서 임업 활동 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O 임업외소득 (본 연구 분석 대상)

임업가구소득에서 임업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농업/축산

< 2. 임업가구의 유형 >

O 전업임가 :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

구원이 없는 가구

O 겸업(임업주업) :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면서,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

득보다 많거나 같은 임업 가구

O 겸업(임업부업) :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면서,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

다 적은 임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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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겸업소득과 이러한 사업 외 임업 가구의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임대료, 배당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O 이전소득 (본 연구 분석 대상)

임업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임업보

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O 비경상소득

가구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사고보상금, 퇴직일시금, 경조수

입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 4. 임업가구 소득 결정 예상 요인 >

① 가구원수, ② 가구경영주 연령, ③ 가구경영주 교육수준, ④ 노동시간,

⑤ 고정자산, ⑥ 예금, ⑦ 부채, ⑧ 임지규모, ⑨ 경지면적 ⑩ 임업 업종(17개

업종 : 육림업, 벌목업, 송이 채취업, 기타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기타 수실류(복분자, 은행), 원목표고버섯(시설, 노지, 톱밥배

지), 조경수, 분재/야생화, 산나물 재배(더덕,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등), 약용식

물 재배(오미자, 산양삼, 당귀, 맥문동 등) ⑪ 임업 유형(전업, 겸업[주업, 부업])

⑫ 지역(도 단위 행정구역상) ⑬ 지역(산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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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업인 대상) 임업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1. 귀하께서는 2번 박스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① 전업 ② 겸업(임업주업) ③ 겸업(임업부업)

2. 귀하께서는 3번 박스 임업의 17개 업종에서 어떤 업종을 경영하시는지

요? 경영하시는 업종 중 귀하께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는 업종은 어

떤 업종이신지요?

3.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임업 관련 업종의 1년 단위 경영 활동 내용(일정)

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밤나무 재배업이라 하면 1년 단위의 경영 일정에 대해 알

려주십시오. 언제 비료나 농약을 뿌리고, 수확은 언제하며, 노동력은 어떻

게 확보하고, 판매를 위한 유통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께서 소유한 임야 면적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경영하는 경지 면

적 규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O 소유 임지 면적(ha) :

O 소유 경지 면적(ha) :

O 경영을 위해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지 면적(ha) :

O 업종별 해당 임지 면적 및 경지 면적 :

(예시) 밤나무 1ha(임야), 복숭아 5ha(소유 경지), 사과 2ha(임대 경지)

5. 귀하께서 임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년)

6. 4번 박스를 보시고 귀하께서 임업가구의 소득원별로 유의한 결정 요인이

라고 예상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O 임가소득 결정 요인 :

O 임업소득 결정 요인 :

O 임업외소득 결정 요인 :

O 이전소득 결정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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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분석 결과 > - 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O 임가소득

① [업종] 조경업과 수실류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

는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② [행정지역] 특정 지역의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노동시간]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경지면적]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나타났으

나, 임지면적의 많고 적음은 임가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⑤ [예금]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⑥ [가구경영주 연령]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가소득 높은 경향성

Ⅱ. 지금부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분석은 총 4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임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두 번째는 임업가구를 1. 재배중심-임업노동분산형 2. 육림벌목업중심-임업

노동분산형 3. 재배중심-임업노동집중형 4. 육림벌목업중심-임업노동집중형

5. 기타 혼합형으로 구분한 분석

세 번째는 임업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 1분위(저소득), 2. 2분위(중저소

득), 3. 3분위(중고소득), 4. 4분위(고소득)으로 구분한 분석

네 번째는 임업가구를 1.산촌과 2. 비산촌으로 구분한 분석입니다.

1. 아래는 첫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가 도출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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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업소득

① [임가 유형] 전업 임가가 겸업(주업), 겸업(부업) 임가보다 임업소

득이 높은 경향성

② [업종]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행정지역] 특정 지역의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경지면적] 경지면적이 임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임지

면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⑤ [노동시간]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

O 임업외소득

① [가구경영주 성별] 가구 경영주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

② [가구경영주 연령]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예금]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임가 유형]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임업외

소득이 높은 경향성  

O 이전소득

① [임가 유형] 전업 보다 겸업(주업, 부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이전소

득이 높은 경향성

② [행정지역] 특정 지역의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③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④ [가구경영주 연령] 가구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전소득이 높

은 경향성

⑤ [예금]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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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분석 결과 > - 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구분

O 임가소득

① [업종]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

동집중형)의 경우 조경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

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우 수실류를 업종 전

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 임가보다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임가 유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전업임가에 비해

겸업 주업, 겸업 부업 임가의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③ [지역]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

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우 행정 지역

에 따른 임가소득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

동분산형)와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는 행정 지역에 대해서 유의한

임가소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경지면적]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에서 경지면적이 많을

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노동시간]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

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예금]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

동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

냈다.

<1_종합>. 1번 분석결과에 대해,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께서 경험하신 임가의 삶에 기

초하여 말씀해주십시오

2. 아래는 두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가 도출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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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구주 나이]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4(육림/벌

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낮을수록 임가소득

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가구원 수]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에서 가구원 수

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⑨ [부채]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부채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O 임업소득

① [업종]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

동집중형)의 경우 조경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

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

우 버섯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일수록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룹 5(기타 혼합

형)의 경우 기타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하는 임가의 경우 육

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② [임가 유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

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임가 유형에서 겸업(주업, 부업) 임가일수록, 전업 임가보다 임업

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③ [지역]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

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행정 지역에

따른 임업소득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와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는 행정 지역에 대해서 유의한

임업소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경지면적]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과 그룹 5(기타 혼합

형)에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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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동시간]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

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나이]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가구주 성별]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가구주 성별이 여자에 비해

남자일 경우 임업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임지면적]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임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

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O 임업외소득

① [업종]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떫은감 재배업과

수실류 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보다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② [임가 유형]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와 그룹 3(재배중

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겸업부업 가구가 전업 가구보다 임업

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겸업주업의 경우 전업 가구와

임업외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예금]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

동집중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의 경우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④ [가구주 나이]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

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

타 혼합형)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나타냈다.

⑤ [임지면적]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의 경우 임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교육연수]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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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고정자본]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부채]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O 이전소득

① [업종] 그룹 5(기타 혼합형)에서 떫은감 재배업과 기타 재배업을 업

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

보다 이전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수실류 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택한 임가는 육림/벌목업

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② [임가 유형]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에서 겸업부업과

겸업주업 모두 전업가구보다 이전소득인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③ [지역] 그룹 2(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

노동집중형)의 경우 행정 지역에 따른 이전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구주 나이] 그룹 1(재배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2(육림/벌목

중심 임업노동분산형),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

타 혼합형)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

성을 나타냈다.

⑤ [노동시간] 그룹 4(육림/벌목중심 임업노동 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

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원수]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

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예금]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 그룹 5(기타 혼합형)의 경

우 예금이 많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부채]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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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육연수] 그룹 3(재배중심 임업노동집중형)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

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 세 번째 분석 결과 > - 소득수준에 따른 임가 구분

O 임가소득

① [업종]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다. 소득수준 4

분위 임가에서는 업종으로 조경재업을 전략으로 선택한 임가가 육

림/벌목업을 선택한 임가에 비해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

냈다.

② [지역] 소득수준 1분위 임가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 지역에 따

른 임가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노동시간] 소득수준 1분위, 소득수준 2분위,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

서 노동시간이 임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

간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구주 나이]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예금]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고정자본]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가소

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부채]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가소득이 낮

<2_종합>. 2번 분석결과에 대해, 임가 정의에 따른 임가 성격 구분에 기

초하여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귀하께서 경험하신 임가의 삶에 기초하여 말씀해주십시오

3. 아래는 세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가 도출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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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O 임업소득

① [업종]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며,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을 보였으며,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조경재업에 종사하는 임

가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② [지역] 행정구역상 지역에서는 소득수준 2, 3분위에서는 행정구역상

에 따른 임업소득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분위에서는 특정 지

역보다 임업소득이 낮은 행정 지역이 있었으며, 4분위에서는 특정

지역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행정 지역이 존재하였다.

③ [노동시간] 소득수준 1분위, 소득수준 2분위,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

서 노동시간이 임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

간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경지면적]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만 경지면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

다.

⑤ [가구원 수]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나이]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부채]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가구주 교육연수]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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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⑨ [고정자본]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소

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⑩ [가구주 성별]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 일수록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O 임업외소득

① [업종]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버섯재배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

택한 임가가 육림/벌목업을 업종 전략으로 선택한 임가보다 임업

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 행정구역상 지역에서는 소득수준 2, 3분위에서는 행정구역상

에 따른 임업외소득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분위와 4분위에서

는 특정 지역에 따라 임업외소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③ [가구주 나이] 소득수준 1분위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

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3분위와 소득수준 4

분위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④ [예금]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2분위와 소득수준 4분위 임

가에서는 예금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부채]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

은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

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성별]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

성일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교육연수]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임업외

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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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전소득

① [업종] 소득수준 4분위 임가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

가 육림/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② [임가 유형]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임가 유형 전략으로 임업주

업과 임업부업을 선택한 겸업임가가 전업임가 보다 높은 이전 소

득을 얻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도는 겸업주업이, 겸업부

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 행정구역상 지역에서는 소득수준 3, 4분위 임가에서 행정구역

상에 따른 이전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구주 나이]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임가에서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⑤ [가구원 수]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이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⑥ [가구주 나이]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임업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⑦ [노동시간] 소득수준 1분위 임가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

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⑧ [교육연수] 소득수준 2분위 임가에서는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⑨ [부채] 소득수준 3분위 임가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

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3. 종합>. 임가의 소득수준 구분에 따라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께서 경험하신 임가의 삶

에 기초하여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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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분석 결과 > - 산촌구분에 따른 임가 구분

O 임가소득

① [업종] 산촌지역은 업종에 따라 임가소득 차이를 보였지만, 비산촌

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른 임가소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산촌 지역 임가에서는 수실류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가구 소득이 높은 경향성

② [가구원수] 산촌지역은 가구원수가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으나, 비산촌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③ [가구주 나이] 산촌지역은 가구주 나이가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비산촌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④ [노동시간] 비산촌지역은 노동시간이 가구 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

으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O 임업소득

① [업종] 산촌지역은 업종에 따라 임업소득 차이를 보였지만, 비산촌

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른 임업소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산촌 지역 임가에서는 수실류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가보다 임업소득이 높은 경향성

② [가구원수] 산촌지역은 가구원수가 임업소득에 유의한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으나, 비산촌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③ [고정자본] 비산촌지역은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소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O 임업외소득

① [교육연수] 산촌지역은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높은 경

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 지역에서는 교육연수가 유의한 결정 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4. 아래는 네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가 도출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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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정자본] 비산촌지역에서는 고정자본이 많을수록 임업외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촌지역에서는 고정자본이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③ [가구주 성별] 비산촌지역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수록 임업외

소득이 높은 경향성 보이나, 산촌에서는 가구주 성별이 유의한 결

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④ [가구주 연령] 임업소득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

나, 임업외소득에서는 산촌, 비산촌 지역 모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⑤ [예금] 임업소득에서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업외

소득에서는 산촌, 비산촌 지역 모두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O 이전소득

① [교육연수] 산촌지역은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

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 지역에서는 교육연수가 유의한 결정 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음

② [노동시간] 산촌지역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 지역에서는 노동시간이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③ [업종] 산촌지역에서는 밤나무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육림/벌

목업 대비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비산촌지역에서

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④ [가구 경영주 나이]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이전소득의 유

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남

⑤ [임가 유형]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 모두에서 겸업 중 임업 주업과

임업 부업이 전업보다 이전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4. 종합>. 임가의 산촌 거주 여부에 따라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

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께서 경험하신 임가의

삶에 기초하여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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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소득

원별 소득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표시한 결과입니다. 소득원별

해당요인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네 가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소득원별 소득 결정 요인>

임가소득 임업소득

① 가구경영주 연령

② 노동시간

③ 예금

④ 임업업종

⑤ 임업지역

① 노동시간

② 경지면적

③ 임업업종

④ 임업지역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① 가구경영주 연령

② 예금

① 가구경영주 연령

② 가구경영주 교육수준

③ 임가유형

④ 임업지역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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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ing Factors of Forestry

Household Income

JO Jang Hwan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of forestry

household income for each income source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ing factors of each income source when the forestry

household was subdivided by each type. To do this, the empirical and

field analysis is conducted using the Korea Forest Service's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data.

For this purpose, the expected determining factors of forestry

household income are extracted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The selected variables are classifi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five capitals and three strategies of the

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 (SLA). The forestry household

income and the source of the forestry household income which

consist of the forestry income, non-forestry income, an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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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re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se variables are

analyzed to determine which of the capitals and strategies factors

significantly determine the forestry household income of each source.

The Explanatory-sequential design analysis is conducted to run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set of 3-year panel data targeting 1,105

forestry household in 2014-2016.

Findings were as follows.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forestry household income are the household head's age, labor hours,

savings, business types, and regions. The Forestry income is

influenced by the labor hours, cultivated lands, business types, and

regions. Non-forestry income is determined by the household head's

age, savings whil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ransfer income are the

household head's age, household head's education level, the category

of forestry household and regions. There are disparities in factors'

degree and the direction of the influence on dependent variable

according to the type of income: Forestry household income, forestry

income, non-forestry income, and transfer inco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significant role that labor

hours play in the forestry of South Korea. Moreover, the size of the

household's usable lands, the forestry household category – full-time

business, part-time business, and part-time-side business - the

residential regions, and the choice of the business types also

determine the forestry income level.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ripple effect of implementing forestry policy which aims to enhance

the forestry household income may differ according to the labor

supply and condition of produc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us,

the result of the study draws attention to the need of the new

income support policy that considers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ry

household's capitals and strategies and the regional condition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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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hance forestry household's income.

Keyword : Forestry Income, Forestry Household, Income

Determining Factors, 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

Student Number : 201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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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학부시절부터 연구와 현실은 차이가 있으니, 데

이터 이면에 있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 주신

선생님 말씀이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자상

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석현덕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

각하지 못했던 연구 문제 속 깊은 배경과 오랜 현장 경험에서 알고 계시

는 해박한 지혜로 제게 주신 조언들이 본 논문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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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안동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석방법에 있어 다양한 조

언을 해주시고, 임가경제조사를 활용해 향후 다룰 수 있는 여러 연구문

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아이디어와 조언

받들어 계속 연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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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과 민경택 박사님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구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두 분께서는

수시로 저의 토론 파트너가 되어 주시고, 끝까지 뛸 수 있게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다음에 누군가의 고민에 깊이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할 수 있게 옆에서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각별히 시간을 허락하여 박사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구길본 원장님과 이승학, 강승

모 본부장님, 선주남, 이창배 실장님, 소득지원실, 전략기획실 동료 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 자리에서 늘 격려해준 최호석, 안철

호와 가까이서 힘내라고 응원해준 공채 4기 동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특히,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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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말할 수 있고, 반대로 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도 열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며 격려해주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생태경제학연구실 1호

박사님의 말씀이 회사생활하면서도 박사 논문을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

는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차례 번거로운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임업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의 마지막 단락은 가족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우선 35년 동

안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제 진로와 꿈에 대해 신뢰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아버지(조문건)와 어머니(이동희)께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두 분

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

생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뿐인 동

생, 조성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형이 공부하느라 힘든

부분을 이해해주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형 같은 동생이어서 언제나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조정일)과 장모님(박신옥)

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동안 저에게 늘

용기를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해

야 하는 가족 돌봄을 대신 해주시고, 가장 가까이서 힘내라고 열렬히 응

원해주셔서 이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응원해준 형진 형님과 처남댁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입학했을 때부터 늘 우리 박사님 하시던 하늘에서도 저를 사랑

해주시는 강정숙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보고싶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계시죠?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박사

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제가 박사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감사한 지

지자였습니다. 박사과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

거나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아내는 늘 저를 일으켜 주고, 다시 뛸 수 있

게 해줬습니다. 또한, 제게 늘 연구에 대한 영감과 아낌없는 사랑을 줬습

니다. 제 삶에 대한 열정, 연구에 대한 열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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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은 모두 아내의 존재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인

내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해준 아내 조혜정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작은

세상, 조장환 쥬니어 조윤찬에게 아빠가 그동안 평일이고, 주말이고 논문

쓴다고 많이 못 놀아줬는데 대견하게 잘 참고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

라준데 대해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빠랑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보내자. 사랑한다 아들.

2018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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