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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의 대표적 공유산림인 마을숲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계 서비

스를 제공하고,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자연자원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기능이 변

화되거나 퇴색되었고, 자연재해,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많은 

수가 소실되었거나 황폐화되고 있어 마을숲의 보전과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주요수종이 소나무인 24개 마을

숲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숲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조사 내용으로 마을숲의 조성배경, 관리주체, 소유자, 기능, 이용

성, 지가, 사용인구, 위치, 생육환경, 수목활력도 등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마을숲의 기능변화를 통해 사회·경제

적 이용성을 측정하였고, 수목활력도를 통해 생태적 건전성을 측정

하여,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마을숲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

(Social Ecological Systems framework)에서 마을숲에 적용 가능

한 10개 변수(숲의 규모, 시설물, 숲의 위치, 경제적 가치, 관리주체, 

소유권, 사용인구, 지도력, 사용자의 위치, 자원의 중요성)를 선정하

여 조사하였고, 마을, 숲,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기

술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표 모두 기준 이상인 마을숲은 3개소, 사회·경

제적 이용성은 기준 이상이고 생태적 건전성은 기준 이하인 마을숲

은 2개소,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기준 이하이고 생태적 건전성은 

기준 이상인 마을숲은 11개소,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

성 모두 기준 이하인 마을숲은 8개소로,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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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건전성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사회·경제

적 이용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토지가격

(-)과 숲의 위치는 사회·경제적 이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고, 

숲의 규모와 소유권(-)은 생태적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그리고 숲의 규모, 숲과 마을 중심 사이의 거리(-)는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에 모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마을숲은 그 이용성이 높고, 마을 주민

들에 의해 모니터링이 유리한 숲일수록 지속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마을, 숲,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숲의 적극적 

이용, 마을주민들간의 합의를 통한 숲의 관리, 숲의 지속적 모니터

링,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숲 관리를 위한 

투자, 마을 대표자의 지도력 또는 로비활동이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을숲을 지속

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숲의 이용성을 높이고, 숲의 상태를 수시

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마을과 관공서, 

연구기관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주요어: 마을숲,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이용성, 생태적 건전성, 

사회·생태 체계 분석 

학  번: 201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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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변화는 물질이 존재하는 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물이 

생성되어 나타나고 오랜 변화를 거쳐 사라짐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그 안의 존재들을 혼란스럽게 만

든다. 현시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급격한 변화의 하나이다. 인류뿐만 아니

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이 큰 변화에 몸서리치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인

구증가,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자연의 토지전용 때문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결빙지역을 제외한 40~50%의 땅이 농경지나 인간체제

의 토지로 전용되어 왔다(Dumyahn and Pijanowski 2011). 이에 

따라 지구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기후대가 변화함으로써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폭염과 열대야,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앞으로의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연

합기구, 환경관련기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들이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며, 자연자원의 훼손과 황폐화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여러 자연자원 중에서도 산림은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에너지로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탄소의 저장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

림은 인간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산림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산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Canadell and Raupach 2008). 

산림은 소유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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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

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산림, 산림의 소유자만 사

용할 수 있는 사유림으로 나눌 수 있다. 국유림은 기본적으로 특별

한 국가사업이 아닌 이상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해 관

리하고, 사유림은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관리되므로 경제적인 이유

가 아닌 이상 벌채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공유산림의 경우에는 

산림의 이용자는 많으나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훼손되거

나 황폐화 될 가능성이 크다. Hardin(1968)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

는 소의 예를 통해 공공재의 폐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지적하

며 자원의 공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나아가 ‘상호합의 된 

상호강제’만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하였다(윤순진, 차준

희 2009). 하지만 공유자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긴밀한 연관성

이 있어 단순히 이용제한으로 자원을 보전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

변화 시대에 산림분야에서는 공유산림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고, 산림의 보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

고 있다. 

공유산림은 산림의 고유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생태계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Chhatre와 Agrawal(2008)은 공유산림이 전세계 산림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계 유지, 탄소방출억제, 생

물다양성 보전, 지역적·국가적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자원

임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예로부터 마을의 필요에 따

라 직접 조성하거나 지켜온 온 공유산림이 있다. 이를 우리는 마을

숲이라 부른다. 마을숲은 대략 17~18세기 전후로 전국 곳곳에 부

락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송화섭 

2008). 마을사람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의 복을 지켜주는 마을

숲을 소중히 여겨, 임의로 베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을숲

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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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의 고유한 생활, 문화, 그리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농

촌마을의 문화시설이자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도 큰 공유자원이다(김

학범, 장동수 2005). 이러한 마을숲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기능

이 변화되거나 퇴색되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많은 수가 소실되었거나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김

학범, 장동수 2005; 생명의숲국민운동 2007b). 이는 산림의 소실

임과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과 지혜의 소실로 마을숲의 보

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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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이자 자연자원인 마을숲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마을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숲의 상

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의 세 축인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인 관점에서 마을숲의 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을숲의 사회∙경제적 이용성을 평가할 지표와 생태적 건전성

을 평가할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표로 마을숲의 지속가

능성을 평가하고, 평가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

적 인자들을 분석하여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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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 그리고 

논문의 구성을 밝히었다. 

 

제 2장에서는 논문을 이끌어갈 중심 이론을 설명하였다.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마을숲의 정의, 기능, 그리고 그 가치를 먼저 밝

혀 마을숲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마을숲을 평가하

기 위한 두 중심 이론인 지속가능성과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

(Social Ecological Systems framework)의 개념을 설명하여 마을

숲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

로 마을숲의 평가를 위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

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해결해 나갈 연구문제의 제시와 검정해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재료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지 선

정이유와 대상지에 대한 개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조사방법으로 

자료수집 방법, 기간,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이용성 지표와 생태적 건전성 지표를 선정하였

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단위가 되는 변수와 

그 지표에 관한 설명, 그리고 자료의 분석방법인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s research)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중심 이론과 연구틀, 그리고 분석방

법을 통해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량적 분석 결과,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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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내린 결론을 정리하고, 연구 전반

을 걸쳐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그 한계점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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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마을숲 

2.1.1. 마을숲의 정의 

김학범과 장동수(1994)는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을 가지고 있는 숲으로서,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

어 보호 또는 유지되어 온 숲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

숲은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삶이 축적되어 형성

된 문화적 상징물로서 마을의 특정한 장소에 조성되어, 특별한 목적

아래 보호되거나, 특별한 용도로 활용되어 온 마을 문화의 요체”라 

하였다(김학범, 장동수 1994). 이에 이도원 등(2007)은 위의 정의

가 마을숲의 인위적 조성 여부, 문화적 장으로서의 활용 여부에 따

라 마을숲인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어, 마을숲에 대한 정의를 일

관화하기 위해 공간적인 맥락에서 마을숲을 정의하였다. 즉, 마을숲

을 “마을 경관의 일부이거나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거

나 보호하는 숲”이라 정의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숲, 개

인이 소유한 숲이라 하더라도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했거나 지

키는 숲, 그리고 마을경관의 일부가 되는 숲, 모두를 마을숲으로 포

함하였다(이도원 등 2007).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숲의 경우는 모두 마을숲이라 보는 것이다. 윤여창 등

(2011b)은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생활공간 속에 존재하거나 그

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마을공동체가 고유의 인식과 가치

를 부여하는 숲으로서, 마을 공동체가 그 소유나 이용에 대한 권능

을 갖는다” 하였다. 여기서 권능이라 함은 일반적인 권리와 다르다.

‘권리’는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면‘권

능’은 연원이 불분명한 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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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숲에 대한 처분 권능을 갖지 않더라도 사용이나 수익 권능 하나

만 있어도 마을숲으로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1 이는 마을숲의 공

간, 마을 주민들의 인식 체계,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마을숲을 정

의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마을숲이란 마을 사람들

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되어온 숲으로 마

을 사람들의 생활권에서 마을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숲”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1.2. 마을숲의 기능 

마을숲은 그 마을의 사용목적에 따라 조성되었거나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하나의 숲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숲의 기능이 가감될 수도 있다. 

마을숲의 기능은 『조선의 임수』2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일

제시대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의 촉탁직원이었던 德光宣之(토쿠미

츠 노부유키)는 하천변에 자리하고 있는 숲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기능을 10가지(종교적 기능, 교육적 기능, 풍치적 기능, 위생적 

기능, 교통적 기능, 보안적 기능, 농리적 기능, 엽목적 기능, 군사적 

기능, 공용적 기능)로 분류하였다(德光宣之 1938). 이를 장동수는 

수변보안림을 마을숲의 일부로 간주하여 교육적 기능과 위생적 기

능을 묶어 이용적 기능으로 통합하고, 지금은 사라진 엽목적 기능을 

제외하여 8가지 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장동수 1994; 이도원 등 

                                           
1
 대한민국 민법 제 211 조에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윤철홍 2011). 

2
 『조선의 임수』는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촉탁직원이었던 토쿠미츠 

노부유키[德光宣之]가 수변보안림 기능을 수행하였거나 당시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임수와 관련된 옛 문헌의 체계적인 정리와 실증적인 

현장 답사를 토대로 하여 1938 년에 간행한 책이다(생명의숲국민운동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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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재인용). 박장홍 등(2007)은 마을숲의 기능을 기본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 기능은 숲이 갖는 고

유 기능으로서 바람의 반투과(여과 및 장애) 기능, 물을 담는 보습

적 기능, 음지제공기능, 반구조물로서의 생명조형적 기능, 토양에 미

치는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제시하였고, 파생적 기능으로서 수자원 

함양 및 정화기능, 휴양, 휴식, 전통놀이, 축제, 화합의 공간 제공기

능, 야생동식물 먹이 및 서식처 제공기능, 심리안정기능, 풍수적 수

구막이 기능, 신앙적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이도원 등(2007)은 생

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마을숲의 기능을 보완하여 설명하였는

데, 마을숲은 녹지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한 공기정화

기능, 식물의 증발산에 의한 온도조절기능, 광합성 산물로 인한 야

생동물과 미생물의 에너지원 제공기능, 토양에 의한 물의 정화 및 

함축기능, 방풍기능 등을 수행한다 하였다. 윤여창 등(2011a)은 지

리산 권역3에 남아있는 마을숲의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기

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분류된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방풍, 

하천제방, 땔감 및 임산물 채취 등의 물리적 기능, 당산제, 마을잔치, 

전통놀이 등의 정신·문화적 기능, 그리고 운동, 휴식, 외부 휴양객

들을 위한 장소 제공 등의 휴양 및 관광기능이다. 이는 마을사람들

이 마을숲의 기능으로 직·간접적인 혜택을 얻거나 그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능이다. 이와 같이 마을숲의 기능

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마을숲과 마을주민, 그리고 자연을 긴밀

하게 연결해 주고 있다(우장명, 반기민 2008).  

 

2.1.3. 마을숲의 가치 

마을숲의 기능과 가치의 문제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마을숲의 

                                           
3
 지리산은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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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곧 마을숲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마을숲의 가치는 크게 

역사·문화적인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펴보자. 숲은 인류

의 역사와 더불어 인류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풍부한 역사·문화

적 의미를 축적시켜온 인류문화의 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김학

범, 장동수 1993). 마을숲 또한 마을의 형성과 그 시기를 함께 하

여 마을 주민들과 그 역사를 함께 하였을 것이다. 16세기 이전 구릉

지대나 산 경사면에 위치했던 마을들이 벼농사와 함께 평지에 조성

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부터이다. 더불어 18세기 이후 중앙정부

가 추진하였던 면리제의 통치방식은 촌락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다면 보편적으로 농촌 마을의 역사는 대체로 

300~4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조선후기에 생성된 동성촌 또는 자연

촌에 마을숲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송화섭 2008). 또한 

마을숲은 오랜 세월을 마을주민들과 함께한 만큼 많은 문화적 가치

를 갖고 있다. 그 중 수목숭배적 문화현상은 마을 주민들에게 제의

를 통해 나타난다. 제의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기적으로 거행되는데 

마을주민들 전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평안, 풍

요, 번영 등을 기원한다. 제의의 명칭은 당산제, 당제, 동제, 촌제, 

동신제, 도당제(도당굿), 부군당제(부군당굿). 성황제(서낭제), 포제, 

별신제, 청룡제, 산신제, 지신제, 골맥이제, 당고사, 거리제, 노제 등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정명철 2010). 위의 명칭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는 각 마을마다의 

다양한 문화형태로 자리잡아 고유한 전통문화가 되었다. 또한 마을

숲은 지리적 보완의 수단으로 지형상 비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경우가 있다(박재철 2006).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

험과 지혜로 형성된 전통지식이다. 즉, 마을숲은 전통적인 생태지식

의 소산으로 탄생한 것이다(이도원 2003). 그리고 마을숲의 조성에

는 모두 이유가 있어, 숲을 훼손할 경우 마을에 해가 된다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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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은 숲을 함부로 하지 않고, 숲을 보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마을숲이 보전되어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숲이 만들어진 

유래가 함께 전해져 숲을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마을숲은 사회·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 이명균과 임동순(2006)

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

하여 마을숲 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측정하여 마을숲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지역 하회마을숲의 

경우 연간 경제적 가치가 약 345억 7,500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마을숲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평가해 본 시도이지만 마을숲의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을숲은 화석연료가 널리 보급

되기 전까지 마을주민들에게 연료를 제공하였고, 각종 임산물을 제

공하기도 하였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마을숲을 관광지로 활용하여 

마을의 발전기금이나 숲의 유지와 보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마을도 

있다(우장명, 반기민 2008). 마을숲은 또한 마을주민들이 휴식하거

나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숲에 

모여 앉아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농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마을숲은 도시에서 보기 드문 이웃 주민들간의 만

남을 유도한다. 

마을숲의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숲은 생태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크다. 마을숲으로 인해 마을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야

생동물들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박재철 등(2003)은 마을

숲의 계절별 내·외 온도를 비교하여 비보숲의 온도조절 기능을 실

증하였고, 이도원 등(2007)은 전통마을숲의 사례연구를 통해 기상

변수(바람, 온도), 식생, 곤충, 그리고 조류를 포함하는 생물 현상을 

관측하고 분석하여 바람과 증발산에 미치는 비보숲의 영향, 조류의 

먹이 공급처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확인하는 연구를 시행한 바 있

다. 또한 고인수(2011)는 마을숲의 생태 경관의 구조적 특성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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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숲에 서식하는 식물 종수와 종자전파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

하여, 파편화된 경관구조에서 마을숲이 서식지로서의 징검다리 기능

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더불어 마을숲은 전통문화경관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그래서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

해 농촌문화경관의 가치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재웅, 김동엽 2005; 유종덕 등 2009; 최재웅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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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속가능성의 개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지속가능

성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많이 사용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가장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4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후 10년이 

지난 1982년에 유엔총회는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때

에 이미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었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자원의 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

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환경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를 구성하여 보고서

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브룬트란드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가 

1987년에 제출되었다(김판석, 사득환 1999). WCED는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 ’ 에서 ‘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념을 처음 제시하였고, 지

속가능한 발전의 정의를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발전”이라 하였다(WCED 1987). 이 개념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우리의 미래세대도 최소한 

현세대만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

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1992년에 개최된 리우환경회의는 WCED가 제시한 지속가능

한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미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 을 제창하였다(강성철 등 

                                           
4
 http://en.wikipedia.org/wiki/Sustainability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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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또한 지구의 환경적 문제,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정의의 사

안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결과

를 위해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구들이 서로 균형을 이

루어야 함을 언급하였다(Brandon and Lombardi 2011).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세대는 이 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The 2005 World Summit)에서는 환경,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수요의 조화를 지속가능성의 세 기둥

이라 표현하여,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요소인, 환경

의 보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 하였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이는 인간이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자연자원 또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보전해 감을 의미한다. 마을숲도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연자원으로서 마을주민에게 여러 혜택을 주지만 숲 또한 지속가

능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지속가능성의 측면

에서 마을숲을 평가하여 향후 보전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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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 

생태계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들을 둘

러싼 주변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생태계 내·외부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 그래서 생태계내의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 정도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Social Ecological Systems 

framework)은 바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자원과 그것을 둘

러싼 인간사회의 영향력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구조틀이다. 

Ostrom(2007; 2009)은 많은 학자들이 사회와 자연자원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결과물을 조직화하기 위한 일반적

인 구조틀이 없어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척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인 구조틀을 <그림 2-1>과 같이 구성하

여, 그 구성요소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2-1>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McGinnis MD and Ostro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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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사회와 생태적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하부조직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원체계(Resource Systems)는 산림, 바다, 

호수, 목초지 등지에서 자원이 나올 수 있는 자원체계를 말하고, 자

원단위(Resource Units)는 나무, 관목, 식물, 물고기, 물 등과 같이 

각 자원체계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물인 각각의 단위 자원을 말

한다. 협치체계(Governance Systems)는 산림 등 단위 자원을 관

리하는 자연자원의 관리주체와 조직, 법, 규칙 등을 말하고, 행위자

(Actors)5는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Ostrom 2007; 

2009).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의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 또는 사용자(Actors)는 이용대상 자원(Resource 

Systems)에서 자원(Resource Units)을 얻어 사용한다. 이 때 자

원을 더 많이 얻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위자는 자원을 관

리하기 위한 체제(Governance Systems)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행동상황(Action Situations)속에서 상호작

용(Interactions)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Outcomes)

은 다시 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영향을 주어 하위체계를 변화시키는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된다. 즉,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은 사회와 자

연자원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준다. 그 하부 조직의 구성 요소들은 <그림 

2-2>와 같다. 

 

 

                                           
5
 기존의 구조틀에서는 행위자(Actors)가 사용자(Users)로 표현되었으나, 최근 

연구논문(McGinnis MD and Ostrom  2011)에서는 Actors 가 Users 보다 일반적인 

범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 판단되어 Actors 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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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회·생태 체계 분석의 2단계 변수(McGinnis MD 

and Ostrom 2011) 

 

마을숲은 인간에 의해 조성되고 오랫동안 관리를 받으며 유지되

어온 자연자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을 설명

하고 숲과 마을사람들, 그리고 마을숲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요

소들간의 관계와 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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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2.4.1. 마을숲의 관리 관련 연구 

마을숲의 상태 평가를 통한 보전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는 크게 

관리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모색, 복원 사례 및 복원방안 제언, 그리

고 생태 조사를 통한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마을숲 관

리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학범 등

(2003)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잔존하는 24개 마을숲을 대상으

로 하여 인문분석(조성배경, 이용행태, 개발정도, 토지소유, 보호관

리, 접근성, 주차공간 등)과 생육환경분석(마을숲 입지환경, 하부식

생상태, 마을숲의 근원지 생태보존실태, 토양경도, 병충해 등)을 통

해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조사 결과 

마을숲 보전을 위해 문제가 되는 시설물들의 철거, 숲의 구조 또는 

경관의 개선, 이용답압의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 및 경운, 순환식 산

책로 개설, 그리고 주요수종의 경쟁우위를 위한 주기적인 식생관리

와 병충해 및 양분부족의 방지를 위한 수목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

하였다. 마을숲의 경우는 인간의 행동이 숲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숲의 상태 파악만으로 변화의 원인을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 

그러한 면에서 위의 연구는 인문적인 요소들이 마을숲의 상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의가 있다. 이경락 

등(2006)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잔존하는 63개 마을숲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숲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생육상태, 관리상태, 관리주체를 

조사하여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결

과 마을숲은 수목의 생육상태가 54개소(85.7%)에서 불량하였고, 

관리주체(이장 또는 개인)가 비전문적이었으며 도로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정부나 국가기관의 훼손이 개인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 개선방안으로 시설물들의 제거와 관리주체들의 전문화, 

숲을 파괴하거나 피해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와 법적 뒷받침, 마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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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 유산적 가치의 재조명 노력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 역시 숲의 생육상태를 파악하여 그 상태에 따른 관리실태

를 조사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미가 있으나 논문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마을숲내 수목의 생육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계량화

된 객관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철

과 한상엽(2009)은 전라북도 진안군 원연장 마을숲과 서촌 마을숲

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과 2007년에 각각 현장조사와 면담, 문헌

조사 및 식생조사를 통해 5년 후 마을숲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

니터링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마을숲 관리에 자연 

천이 과정을 병행하여 숲의 다층구조를 유지해 천연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종다양성과 종풍부도가 함께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는 마을숲 관리의 성과를 보여준 연구로서 마을숲의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2.4.2. 마을숲의 복원 관련 연구 

마을숲의 복원 사례 및 복원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

재철 등(2004a)은 마을숲 복원방안에 관한 첫 시도로 전라북도 완

주군 두방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조사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 복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복원사업 이후 박재철(2010)은 

2010년에 두방 마을을 모니터링 하여 복원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박재철 등(2004b)은 전라북도 진안군 능길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숲 복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종다양성을 높이고 농촌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민 인터뷰와 비보숲의 잠재식생을 조사하

였고 비보숲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숲의 복원을 통해 농촌경관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마을숲의 실

질적인 복원방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과 복원 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향후 관리 방향을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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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해 데에 그 의미가 크다. 김학범 등(2008)은 2004년 문

화재청에서 연구하고 선정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21개 마을숲

의 특성 분석을 바탕하여,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6에서 2005년

에서 2006년에 복원한 18개소 중 4개 마을숲을 선정하여 복원 마

을숲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위 연구는 마을숲의 조성배경, 

이용형태, 기능, 활용, 복토, 근원지 환경보존, 경도, 병해충, 수종 

등을 조사한 후 마을숲의 복원 전∙후를 비교하여 복원방안에 관계가 

깊은 영향인자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마을숲 조성에는 

조성자의 목적 및 사상적 배경이 마을숲 보전에 영향을 주고, 수목

의 생육에는 복토의 깊이와 답압의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숲의 생육환경 개선에 수목의 수

세가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자생종이 아닌 외래종의 식재로 숲의 

전통적 형태가 변화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위의 연구는 복원 후 

마을숲의 상태를 재점검하여 복원 시 특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

시해 주었고, 마을숲 복원에 있어 마을숲의 유형적 복원뿐만 아니라 

무형적 복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4.3. 마을숲의 생태 조사 관련 연구 

마을숲의 생태 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현경 

등(2004)과 강현경(2004)은 경상도와 강원도의 마을숲을 대상으

로 하여 숲의 일반적 특성(면적, 지형, 형태, 소유현황, 숲 조성동

기), 주요 식생층의 특성(수종, 수고, 근원직경, 개체수), 입지현황

(입지유형, 이용형태), 근원부 현황(나지화, 복토깊이), 건강도(신초

생장, 수목활력도, 고사지율, 공동크기, 수피이탈율, 병충해), 토양환

                                           
6
 마을숲 복원의 실례는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2003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53 개소의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였다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1036&mn=KFS_09_02&nttId=23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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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토양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토양경도)을 조사하여 마을숲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는 

나지화 정도, 토양의 견밀화, 잦은 이용에 따른 답압 등이 수목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육환경 관리의 방향

성을 제시해 주었다. 조현길 등(2011)은 강원도 영서지역에 잔존하

는 12개 마을숲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환경, 식생구조, 토양환경, 생

장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생장저

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병충해, 인간교란(답압, 나지화, 인위적 

수간훼손, 유기물 부족, 저산도, 근계 복토 등)으로 나타났고, 그 해

결방안으로 생장과 보전을 위해 수세강화를 위한 생장촉진 및 환경

개선, 인간출입과 이용에 따른 교란의 제어, 소나무숲의 지속성 유

지를 위한 후계목 확보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선행 연구들이 마을숲의 생태적 상태를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데이

터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

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사를 마을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

시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 많은 수의 마을숲을 평가하고 조

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다 보편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마을숲의 상태를 평가·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향후 관리와 보전방안에 대한 제

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마을숲의 

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향후 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마을숲을 지금의 상태로 이르게 한 원인분석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원과 인

간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을 

이용하여 마을숲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

였다. 마을숲의 상태 평가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와 영향을 주고 받

으며 형성된 생태계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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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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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구문제 

마을숲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자들이 마을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필자 역시 마을숲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것인가를 연구 질

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관리를 위해 마을숲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여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연구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2.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1. 마을에 마을숲의 관리주체가 있을수록 마을숲은 지속가능하

다. 

2-2. 마을에 마을숲의 소유권이 있을수록 마을숲은 지속가능하다. 

2-3. 마을에 마을숲을 관리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을수록 마을

숲은 지속가능하다. 

2-4. 마을숲은 마을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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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재료 및 방법 

3.1. 연구대상지 

 

<그림 3-1> 지리산 권역에 위치한 남원시 

 

지리산 권역의 도시들(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

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하동군)은 국립공원과 인접

해 있어 개발압력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다. 실제로 지리산 권역에는 

140여개가 넘는 마을숲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여창 

등 2011a).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5개 도시의 마을숲을 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남원시(<그림 3-1> 참고)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남원시7가 

                                           
7
 남원시는 2012 년 6 월 30 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구 87,196 명(남자 42,844 

여자 44,352)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시 

면적은 752.62km
2
로 전라북도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산 

국립공원을 끼고 위치해 있다. 남원시의 행정구역은 1 읍 15 면 7 동이며, 

하부조직으로 180 법정리·동, 471 행정리·통, 1,325 반이 있다. 기후는 내륙성 



25 

다른 지역과 달리 비보숲과 같은 마을숲의 형태를 유지하고 마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숲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남

아 있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유산림의 형태를 잘 보

여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3-1> 마을숲 조사 대상지 설명 

순번 읍/면 동/리 지번 명칭 주요수종 

1 운봉읍 공안리 939-112천 용은리숲 소나무 

2 운봉읍 산덕리 

788-1임, 788-2대, 

788-6대, 790-7임, 

815-1임 

삼산리숲 소나무 

3 운봉읍 화수리 421-44임, 421-72임 전촌리숲 소나무 

4 주천면 덕치리 산 6임, 산 6-1임 노치당산 소나무 

5 
 

신총동 산 26-1임 신촌마을당산 소나무 

6 
 

내척동 355-1임, 356-1임 내동마을숲 소나무 

7 아영면 인풍리 552-7임 내인마을숲 소나무 

8 덕과면 사율리 

239-1임, 239-2임, 

239-3임, 239-4임, 

239-7임, 239-8임 

사곡마을숲 소나무 

9 덕과면 신양리 750-2도 비촌마을숲 소나무 

10 수지면 유암리 750-41천 포암마을숲 소나무 

11 수지면 고평리 626임 양촌마을숲 소나무 

12 수지면 고평리 795임 고정마을숲 소나무 

13 수지면 고평리 144임 마륜마을숲 소나무 

14 대산면 길곡리 531임 왈길마을숲 
소나무,  

느티나무 

15 대산면 옥율리 868구 옥전마을숲 
소나무,  

왕벚나무 

16 사매면 대신리 66-1임 상신마을 소나무 

                                                                                                     

기후대에 속하므로 대체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동계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고 하계에는 아열대 저기압 및 지리산의 영향으로 

다우지역에 속한다. 지난 10 년간 연평균 기온이 13.1℃, 최저기온은 -16.9℃로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고, 주 풍향은 하계에 남동·남서풍, 동계에는 북서풍이 많다. 

지난 10 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연간 1,160.5mm 로서 6~8 월에 전체 강우량의 

50~60%가 집중적으로 내린다(http://www.nam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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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매면 인화리 341-1임 마을평산 소나무 

18 보절면 도룡리 
산 69임, 산 70임, 

산 72-2임 
용평마을숲 

소나무,  

느티나무 

19 보절면 황벌리 67임 벌촌마을숲 소나무 

20 보절면 신파리 931임 하신마을숲 소나무 

21 보절면 금다리 558-2임 다산마을숲 소나무 

22 보절면 서치리 315-1묘 부흥마을숲 소나무 

23 산동면 부절리 990-1임 중절체육공원 소나무 

24 이백면 남계리 275임 남평서원숲 소나무 

 

남원시에는 현재 35개의 마을숲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어 있다(윤여창 등 2011a). 하지만 수종에 따라 숲의 생태적 반응

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계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수종이 소나

무인 24개 마을숲(<표 3-1> 참고)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수종마다 생태적 건강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남원시 내 마을숲의 분포와 위치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남원시 마을숲의 분포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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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방법 

마을숲 대상지는 남원시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 1차 자료를 수집

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실시하였다. 현장방문 시에는 마

을숲의 위치적 특성, 수종 구성, 흉고직경, 수목활력도, 시설물의 상

태 및 크기 등을 조사하였고, 마을 주민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면담하는 구조화 면담을 실시

하였고, 면담 방법은 질문지를 순서대로 묻지 않는 무계획적 표준화 

면담을 실시하였다(김윤옥 2009). 면담 시에는 마을숲의 조성배경,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주체 및 실태, 기능, 이용형태, 그리고 마

을내 가구수, 인구수 등을 조사하였다. 면담대상자는 마을의 전반적

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현재이장, 전임이장으로 정하였고, 그 

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서조사로는 

숲의 면적, 지번, 소유자, 지가 등을 확인하였고, 면·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협조로 각 마을의 인구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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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선정 

3.3.1. 사회·경제적 이용성 평가 지표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회·경제적 측정 지표

는 생계수단이다. 지역 주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산림으로부터 땔

감, 각종 임산물, 바이오매스 원료, 사료원료, 비료 원료, 목재 등을 

얻고, 혼농임업과 생태관광 등을 통해 생활해 나갈 소득을 얻게 된

다(Naughton-Treves et al. 2005; Chhatre and Agrawal 2008; 

2009; Persha et al. 2010). 이를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측

정하였다. 하지만 마을숲의 경우 과거에는 숲에서 땔감을 채취하여 

사용하였거나 임산물을 재배하여 유형의 이득을 얻었지만, 현재는 

숲으로부터 무형의 이득만 얻는 숲이 대부분이다. 마을숲으로부터 

얻는 무형의 이득이란 숲으로부터 얻는 생태계 서비스와 사회·종

교·문화적 혜택을 말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

하였던 마을숲의 기능과 관련하여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마

을숲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가치를 사회·경제적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마을숲의 이용가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지표로 마을숲의 기

능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는 마을숲의 기능이 1960~70년대에 비해 

현재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이용가치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 것

이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능이 없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이용가

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측정방법은 마을주민들과의 면담을 통

해 <표 3-2>의 세부 기능에 대한 과거(1970년대)와 현재의 유무

를 있음(1), 없음(0)으로 조사하여 과거기능의 합계(A)와 현재기능

의 합계(B)를 구하여, 그 변화율((B-A)/A)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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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마을숲의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표 

기능 세부 기능 1970년대 현재 

물리적 기능 

방풍기능   

하천제방 기능   

땔감 및 물질채취   

정신·문화적 기능 

당산제   

마을 잔치 또는 

전통놀이에 이용 
  

휴양 및 관광 기능 
마을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외부 휴양객의 휴식 공간 제공   

합계 A B 

 

3.3.2. 생태적 건전성 평가 지표 

Kimmins(2004)는 숲의 건전성을 “숲의 이용에 있어 건전함이

란 많은 생물량과 활력 있는 숲의 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숲이 오래되어 천이가 안정된 극상림의 

상태에 갈수록 숲이 건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생태계 중

심으로 보면 숲의 자생력, 회복력, 지속가능한 서식지, 그리고 식물

·동물·물리적 환경이 기능적으로 완벽한 숲을 건전하다”라고 정

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Kolb 등(1994)은 건전한 산림 생태계는 

생산적인 숲을 지지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생물적 자원, 영양단계

의 연결망이 필요하고, 재해에 따른 변화에 저항력과 회복력이 있어

야 하며, 지원 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기능적 균형, 서식지를 제공하

는 천이단계와 임분 구조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해 숲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

래서 숲의 생태적 건전성은 그 이용 목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Ferretti 1997), 대상에 맞게 몇 개의 대표

적 지표를 사용하여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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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는 2004년부터 전국에 있는 산림의 건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산림건강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전국산림건강 모니터링조사 종합보고서(2006)에 의하면 임

분 내 출현하는 각 개체목의 건강상태를 수간형, 수관급, 울폐도, 흉

고직경, 총수고, 살아있는 수고, 살아있는 지하고, 줄기결함, 수관활

력도, 그리고 병충해 유무 등의 식생지표를 통해 조사하였고, 임지

의 생태적 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양산도(pH), 유효인산(P), 유

기물 함량(C), 전질소 함량(N), 탄질율(C/N), 치환성양이온(Ca2+, 

Mg2+, K+, Na+) 함량, 양이온 치환용량(C.E.C), 토성 등을 조사하

였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2011; 2012)에서는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를 위해 산림의 기본적 임목 조사 외에 수관활력도와 

임목결함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산림 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미국농무부(USDA)의 Forest 

Inventory and Analysis(FIA)의 2011년 보고서(2012)에 의하면 

숲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수관상태조사(수관비율, 수관 밀도, 수

관투영도, 수관 잎마름병, 울폐도, 수관 위치), 지의류의 군집 조사, 

토양조사(토양 답압, 침식, 유기물 함량, 양분 함량 등), 식생 다양

성 및 구조 조사(식생 구성, 풍부도, 공간 배열, 야생동물 서식지, 

생산력, 침입종의 영향 정도), 쓰러진 나무 조사, 오존피해 조사 등

이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

단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 보다 다양하고 세밀하다. 

하지만 소규모 단위의 연구에서는 숲의 전체 상태를 대변할 수 있

는 대표적 변수를 사용하여 생태적 건전성을 측정한다. Chhatre와 

Agrawal(2008; 2009)의 연구에서는 산림의 갱생률과 산림의 임목 

생물량을 통한 탄소 저장량을 생태적 건전성 지표로 사용하였고, 

Persha 등(2010; 2011)의 연구에서는 수목의 종 풍부도를 생태적 

건전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마을숲의 생태적 건전성 또한 많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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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평가하기에는 경제적 한계뿐만 아니라 입지형태에 따

른 다양성과 인간의 지속적 관리로 인한 인위성 때문에 일반적인 

숲과 같이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

서 마을숲의 생태적 건전성을 대변할 수 있는 수목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전성 지표로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 단순림이

거나 임분 수준의 숲에서는 개체목들의 건강상태가 숲의 상태를 감

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하였다(Zarnoch et al. 2004). 마을

숲의 경우도 숲의 규모가 작고 단순림이거나 임분수준의 숲이 대부

분이며, 숲의 생태적 환경이 변화되면 수목의 상태로 발현되기 때문

에 나무의 건강상태가 숲의 건전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을숲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할 대표 지표는 수목활력도이다. 

수목활력도는 미국의 Shigo 박사가 고안한 샤이고미터(Shigometer)

로 측정하였다. 샤이고미터에 의한 수목활력도 측정방법은 수목의 

형성층 주변조직(목부와 사부)에 전기적 자극을 투입하고 이에 따

른 저항치를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전도도가 

낮을수록 형성층이 건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목의 형성층에서 

수액의 이동이 활발함을 통해 수목의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판단하

는 방법이다. 샤이고미터는 수목의 수액 이동이 있는 봄(4월 중순)

부터 가을(10월 중순)에 측정 가능하다(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학 식물병원 2008). 이에 준하여 본 연구에서는 6월경의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선정하여 24개 마을숲의 수목활력도를 측정하였다. 샤

이고미터 측정 시에는 아크릴로 싸여 있는 바늘모양의 침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세워 가슴높이에서 형성층까지 삽입하여 최소 두 곳

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측정한 값을 평균내어 구하였다

(Shigo et al. 1985). 수목활력도 측정은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 전

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숲의 규모가 큰 6개 마을(내동마을, 마륜

마을, 사곡마을, 삼산마을, 상신마을, 전촌마을)의 경우에는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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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표본을 조사하는 선상법(line transect method)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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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마

을숲의 기능 변화율을 통해 측정하였고, 생태적 건전성은 수목활력

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원인 

분석을 위한 분석단위는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속성

변수(숲의 규모, 시설물, 숲의 위치, 경제적 가치, 관리주체, 소유권, 

사용인구, 지도력, 자원의 중요성, 사용자의 위치)로 하였고, 이 분

석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숲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혼합연구방법(정량적 방법,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4.1. 분석 단위 선정 

마을숲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유자원으로서 마을

숲의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던 사회·

생태 체계 분석틀에 기초하여 마을숲에 적용 가능한 변수를 뽑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 그 

속성변수들은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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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분석 모형과 주요 설명 변수 

[Adapted from McGinnis MD and Ostrom(2011)] 

 

3.4.1.1. 숲의 규모 

숲의 규모는 마을주민들이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

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Blanco 2011). 마을주민들이 숲을 관리하기 

위한 물질적 노력, 숲에 대한 인식, 숲의 생태적인 회복성, 외부 생

태계에 대한 저항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숲의 규모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이 또한 마을주민들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숲의 규모는 마을주민들의 이용성과 숲의 생태적 건

전성에 영향을 준다(Chhatre and Agrawal 2009; Persha et al. 

2010; Persha et al. 2011). 그래서 마을숲의 규모를 지표로 하여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3.4.1.2.  시설물 

시설물 변수에서는 숲에서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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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한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숲의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숲에 시설

물이 많으면 마을 주민들의 이용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숲

의 건전성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숲 내 시설물은 숲

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숲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토양의 답압이 심해져 수목의 생

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김학범 등 

2003).  

 

3.4.1.3.  숲의 위치 

숲의 위치는 마을 주민들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자원체계에서

의 숲의 위치는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을앞에 위치한 마을숲

의 경우에는 외부 왕래를 위해 꼭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숲의 상태

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숲의 위치를 마을앞, 그 외

의 위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4.1.4. 경제적 가치 

숲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토지의 가격은 개

발 압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이겸환, 김형돈 1992). 그래서 

개발압력이 높은 땅의 경우는 다른 용도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 

마을숲과 같은 자원의 경우도 자원을 보전하기보다 도로와 같은 다

른 용도로 변용하였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높다면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임수의 소실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숲이 개발압

력에 의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구자춘 등 2010). 본 연구에서

는 경제적 가치의 지표를 공시지가(2012년 1월 1일 기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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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8 

 

3.4.1.5. 관리주체 

Hardin(1968)은 공유재의 경우 한정된 자원이 다수의 사람들에

게 자유롭게 이용되기 때문에 쉽게 황폐해질 수 있어 공유지임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Ostrom(1999)은 자원의 이용자들은 자원을 오랫동안 이용

하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자치 단체를 만들고 자치 규칙을 만들

어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공유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자치조직을 만들어 유지해 온 사례가 있다

(이만우 1983). Chhatre와 Agrawal(2008)은 전 세계 9개국에 있

는 152개의 공유산림을 조사하여, 산림의 상업적 중요성, 숲의 크

기, 숲의 개선을 위한 집단의 행동이 공유산림의 상태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공유산림은 상업적 가치가 높을

수록 쇠퇴하거나 갱신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의 강도에 

따라 산림의 쇠퇴 정도가 낮아지고, 갱신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10개 국가 80개의 공유산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생

계이익과 탄소 저장량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탄소

저장량과 생계이익이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으나 탄소저장

량도 높고 생계이익도 높은 숲일수록 숲의 크기가 크고 지역주민들

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Chhatre and 

Agrawal 2009). 본 연구에서는 마을숲의 관리주체를 크게 외부에

서 관리, 외부의 도움과 함께 마을에서 관리, 마을에서만 관리로 나

누어 어느 주체가 관리할 때 마을숲이 더욱 지속가능한지 살펴보았

다. 

                                           
8 
토지가격은 하천변에 있는 마을숲이 포함되어 있어 공시지가가 제시되지 않아 

모든 숲의 지가를 얻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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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소유권 

마을숲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

하던 무주공산이 조선총독부의 산림법에 의해 임야의 실소유자와 

이용자가 나뉘게 된다(김성욱 2008). 이 당시 대부분의 국유 또는 

공유지였던 임야는 신고를 통해 사유화 되거나 마을의 소유로 여겼

던 숲이 신고되지 않아 국유가 되는 등 소유권의 개념이 모호해지

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였던 숲이었기 때문에 이용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해방 후 국유였던 임야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분배 되거나, 매매를 통

해 마을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소유형태

가 되어 이용의 제한이 생겼다.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

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등 전면적·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

리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예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점유, 보존, 

관리 등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포함

하고 있다(윤철홍 2011). 그래서 자원을 누가 소유하여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숲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공유산림의 소유권 형태에 따른 숲의 관리 및 질의 변

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Agrawal et al. 2008; Chhatre 

and Agrawal 2009). 마을숲의 경우도 토지소유의 형태가 사유, 국

·공유, 마을소유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소유권을 마을

소유와 그 외의 소유로 나누어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3.4.1.7.  사용인구 

농촌지역은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 등으로 농촌 노동력의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업으로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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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사회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손형섭 2006). 농촌지역

의 노동력 부족은 또한 농촌 사회와 주위 자연자원의 유지와 보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가 노령화되거나 여성화되어 자원관리를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외부에서 자원을 관리하게 되어 관리

가 소홀해지거나 방치되어 그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을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숲에 대한 기억과 강한 애정이 남아

있는 연령대는 50대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농업

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인구의 연령대는 주로 50대 ~ 70대임을 

알 수 있었다. 30~40대의 인구는 주로 마을 외부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사와 노동에 참여하

기 어렵고, 80대 이상의 노인들은 체력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기는 어

렵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50대 ~70대의 인구를 마을숲 관

리에 도움을 줄 인구로 가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을에서 실질

적으로 마을과 마을숲 관리를 위해 공동출력에 참여하는 인구를 조

사하였다. 이러한 농촌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마을숲 또한 마을인

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자원의 상태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용인구 변수에서의 측정 지

표는 기본 지표로 마을의 가구수, 인구수를 선정하였고, 숲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기 위해 마을인구에 대한 5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마을 내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보기 위해 마을인구수에 대한 50대 ~ 70대 주민의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고, 마을숲 관리에 실제 참여한 인구비율을 보기 위해 마을

인구수에 대한 마을숲 관리 참여 주민의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3.4.1.8. 지도력 

행위자들의 변수중에 지도력에 관한 변수가 있다. Meinzen-

Dick(2007)은 지역사회의 관개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졸업자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잠재적 지도력의 지표로 삼아 자원



39 

관리를 위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마을숲에서도 마을 내에 영향력 있는 주민의 지도력이 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마을의 핵심적 지도자

인 통장 또는 이장이 마을숲의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지, 참여

하지 않는지를 지표로 삼아 조사하였다. 

 

3.4.1.9. 자원의 중요성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숲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을 주민

들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정도를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마을숲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지

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마을숲을 방문하여 많은 주민들과 면담을 

나누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인식정도는 면담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상·중·하 척도로 나누었다. 마을주민들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3.4.1.10.  사용자의 위치 

숲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는 마을주민들의 숲에 대

한 거리를 지표로 삼아 조사하였다(Chhatre and Agrawal 2009; 

Persha et al. 2010). 마을주민들이 마을숲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마

을숲을 관리하는 데 용이하고, 마을숲의 기능이 남아 있다면 마을숲

의 이용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마을숲이 마을 주민에게 직

접적인 관련성도 적지만 접근 가능성도 적게 되면 마을숲의 이용도

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 또한 낮

아질 것이다. 그리고 숲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숲에 대한 관리의 

용의성이 높아져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지만,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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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져 숲의 생태적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반면에 숲과의 거

리가 멀게 되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지만 자연화 될 수 있어 숲

의 생태적 상태가 향상될 수도 있다(김학범 등 2003). 이를 실질적

으로 조사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고,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회관과 마을숲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 단위는 <표 3-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3> 각 변수별 지표 설명 

변수 지표 설명 단위 예상부호 

숲의 규모(RS) 숲의 크기 m
2
 + 

시설물(RS) 숲의 면적에 대한 시설물의 비율 · +/- 

숲의 위치(RS) 숲의 위치(마을 앞: 1, 마을 앞 외: 0) · + 

경제적 가치(RU) 토지가격(2012년 1월 1일 공시지가) 원 - 

관리주체(GS) 
마을숲을 관리하는 주체 

(마을: 2, 마을과 협조: 1, 방치 또는 개인: 0) 
· + 

소유권(GS) 
마을숲 소유자 

(마을 소유: 1, 마을 외 소유: 0) 
· + 

사용인구(A) 

마을숲인식인구비(50대 이상 인구비) 

노동가능인구비(50~70대 인구비) 

마을숲 관리에 실제참여인구비 

· + 

지도력(A) 
마을이장의 마을숲 관리에 대한 참여 정도 

(적극적 참여: 1, 소극적 참여: 0) 
· + 

사용자의 위치(A) 마을숲과 마을회관과의 거리 m - 

자원의 중요성(A) 
마을 주민들이 마을숲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상: 2, 중: 1, 하: 0) 
· + 

 

3.4.2.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 

혼합연구방법은 정량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과 정성

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에 이은 세 번째 방법론이자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Johnson et al. 2007), 한 연구내에서 정량적 방

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다. 혼합연구방법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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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단순히 논문에서 정량적 방

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법의 장점을 

살려 연구하기 때문에 결과의 광범위함, 타당도, 이해의 통찰력, 가

치의 자각, 그리고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Greene et al. 2001).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결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 방법을 선택하였고,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숲, 마을,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3.4.2.1. 정량적 방법 

마을숲은 숲이 생긴 후부터 마을과 숲이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숲의 상태가 유지되거나 변화되어 왔다. 그 변화와 유지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4>에서와 같이 선정된 

10개 변수에서 지표를 선정하여 마을숲별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와 각 그룹별 변수들의 차이

를 분석하여, 각 변수가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4.2.2. 정성적 방법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에서는 각 변수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변

수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마을과 마을

숲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마을숲과 마을에서 자원

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해 마을숲의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마을주민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

은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그룹별 마을숲이 어떻게 관리되고 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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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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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그림 4-1> 남원시 24개 마을숲의 사회·경제적 유용성과 생태적 

건전성 

 

소나무가 주요수종인 24개 마을숲의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

적 건전성을 조사하여 표준화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이 그

림에서 사회·경제적 이용성 비율은 과거보다 이용성이 좋아졌거나 

과거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인 0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고, 생태

적 건전성 평가 결과는 표준값 0을 중심으로 하여 평균 이상인 마

을숲과 평균 이하인 마을숲으로 나누어9 남원시의 24개 마을숲을 4

                                           
9
 생태적 건정성 평가 지표인 수목활력도의 평균값은 15.683Ω이다. 인근 야산의 

외관상 건전한 20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참고수준을 조사한 

결과 흉고직경이 30~35cm 정도인 소나무의 수목활력도가 11~12.5Ω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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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산림 거버넌스에서 지

역 산림 이용자의 참여 효과를 보기 위해 Persha 등(2011)의 논문

10에서 이용된 바 있다. 평가 결과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유지 또

는 향상되고 생태적 건전성은 평균 이상인 마을숲(Sustainable 

group)은 3개소,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유지 또는 향상되고 생태

적 건전성은 평균 이하인 마을숲(Trade-off A group)은 2개소, 사

회·경제적 이용성은 퇴화되고 생태적 건전성은 평균 이상인 마을

숲(Trade-Off B group)은 11개소,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퇴화되

고 생태적 건전성도 평균 이하인 마을숲(Unsustainable group)은 

8개소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간의 관계

를 보았을 때, Persha 등(2010)의 연구 결과와 같이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그 반대의 관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마을숲에서는 주로 무형의 혜택을 얻는 반면, 공유산림에서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유형의 혜택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생태적 건전성은 평균 이상인 마을숲이 14개소(58%)인 

반면,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기준 이상인 마을숲이 5개소(21%)에 

불가하여, 남원 마을숲의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전체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에서 선정된 변수들과 4개 그

룹을 중심으로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숲 소나무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흉고직경이 

40~50cm 로 수명이 더 오래되었고, 인간의 교란이 많은 마을 인근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원 마을숲 전수를 조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결과로 

지속가능성 우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0
 Persha 등(2011)의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산림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생계소득으로 측정하였고, 생태적 지표를 수목의 종 풍부도로 

측정하여, 표준값 0 을 기준으로 하여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45 

4.2.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 

4.2.1.  변수간 상관분석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에서 선정한 10개 변수들의 14개 지표와 

사회·경제적 이용성 지표(기능변화율), 그리고 생태적 건전성 지표

(수목활력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별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분석 시에는 유의수준 1%와 5%내의 변수를 위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4.2.1.1. 숲의 규모 

숲의 규모는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숲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숲과의 거리 변수는 마을숲

의 규모가 큰 숲일수록 주로 마을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 작은 숲의 

경우 마을에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숲의 규모는 사

회·경제적 이용성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규모가 클수록 마

을숲의 기능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숲의 경우 숲의 규모가 클수록 물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숲

이 많아 기능의 변화가 적어 기능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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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마을숲의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 관련 변인간 상관관계 

※significance level *_5%, **_1% 

 
숲규모 

시설물 

비율 
숲의위치 토지가격 관리주체 소유권 가구수 인구수 

노동가능 

인구비 

50대이상 

인구비 

관리참여 

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숲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이용성 

생태적 

건전성 

숲규모 1 
 

              

시설물비율 0.142 1               

숲의위치 0.320 -0.130 1              

지가 -0.201 -0.131 0.088 1             

관리주체 0.348 0.061 0.080 -0.326 1            

소유권 0.320 0.415* 0.177 -0.237 0.510* 1           

가구수 -0.055 -0.128 -0.003 0.762** -0.070 0.009 1          

인구수 -0.067 -0.148 0.036 0.803** -0.123 -0.054 0.986** 1         

노동가능 

인구비 
0.233 -0.016 0.256 -0.160 0.437* 0.342 -0.225 -0.271 1        

50대이상 

인구비 
0.115 -0.086 0.055 -0.298 0.353 0.326 -0.331 -0.369 0.888** 1       

관리참여 

인구비 
0.323 0.137 0.178 -0.390 0.544** 0.412* -0.033 -0.101 0.350 0.271 1      

지도력 0.260 0.368 0.183 -0.376 0.659
**
 0.430

*
 -0.115 -0.167 0.474

*
 0.376 0.801

**
 1     

숲의 

중요성 
0.267 0.168 0.368 -0.281 0.583** 0.391 -0.067 -0.096 0.544** 0.387 0.682** 0.840** 1    

숲과의 

거리 
-0.423* -0.164 -0.264 -0.272 -0.198 0.169 -0.048 -0.085 0.068 0.215 -0.224 -0.396 -0.305 1   

사회경제적 

이용성 
0.489* 0.008 0.374 -0.391 0.336 0.430* -0.078 -0.088 0.044 0.111 0.324 0.344 0.397 -0.141 1  

생태적 

건전성 
0.335 -0.019 0.034 0.063 0.154 -0.290 -0.110 -0.123 0.129 0.012 0.117 0.011 -0.035 -0.271 0.0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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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시설물 

마을숲 안의 시설물의 비율은 유의수준 1%내에서 소유권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마을에서 숲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숲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숲내 시

설물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마을숲이 마을의 

소유가 아닐 때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허락을 받

아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유할수록 시설물의 설치가 쉬울 것으

로 보인다. 

 

4.2.1.3. 숲의 위치 

마을숲의 위치는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변수가 없었다.  

 

4.2.1.4. 경제적 가치 

토지가격은 유의수준 1%미만에서 가구수, 인구수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곧 개발압력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이

겸환, 김형돈 1992). 토지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은 토지를 다른 용

도로 전용시켰을 때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숲이 사라지거

나 황폐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도시가 발달할수록 인근의 산

이나 자연이 도로와 주택, 상가 등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인구의 

증가로 인한 토지전용으로 볼 수 있다.  

 

4.2.1.5. 관리주체 

마을숲의 관리주체는 유의수준 1% 미만에서 관리참여인구비, 지

도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소유권, 

숲의 중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숲의 관리에 대한 

적극성이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마을숲을 관리하게 하고, 관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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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인구비도 높게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고, 마을이 숲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재

산을 관리하기 위해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숲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4.2.1.6. 소유권 

마을숲의 소유권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시설물의 비율, 관리주

체, 관리참여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을에 숲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수록 

숲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다는 것은 숲이 마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숲의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

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관리주체 변수는 

마을숲의 소유권이 마을에 있을수록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려

는 경향이 높은 것임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관리에 참여하려는 인

구의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장의 지도력과 마을사람들이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 또한 마을에서 숲을 소유

하여 마을의 것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

한다.  

 

4.2.1.7. 사용인구 

50대이상인구비는 마을 내에서 마을숲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의수준 1% 미만에서 50~70대인구

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마을 내에서 마을숲의 관리

에 참여할 수 있는 50대이상의 인구비가 높을수록 노동가능인구인 

50~70대 인구비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 

50~70대인구비는 마을 내에서 노동가능한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의수준 1%미만에서 숲의 중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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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유의수준 5% 미만에서 관리주체, 지도력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50~70대 인구는 마을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이기

도 하지만 마을숲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나이의 집단이기도 하기 때

문에 숲의 중요도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남원 마

을숲의 경우 노동가능한 50~70대 인구비가 높은 마을이 마을숲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장이 마을숲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참여인구의 비율은 유의수준 1% 미만

에서 관리주체, 지도력, 숲의 중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소유권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숲의 

관리를 위해 많은 비율의 인구가 참여하는 것은 마을에서 숲을 주

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지도자의 적극적인 참

여로 숲의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때문에 실

질적 관리를 통해 숲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

다. 이와 더불어 소유권이 마을에 있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주민들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2.1.8. 지도력 

마을숲의 관리를 위한 이장의 적극적인 참여는 유의수준 1% 미

만에서 관리주체, 관리참여인구비, 숲의중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고,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소유권, 50~70대인구비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장이 마을숲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에는 숲의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거나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여 관리참여인구비가 높으나 그렇지 못한 마을은 관리

에 참여하는 인구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숲의 중요

도에 대한 인식과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방식도 이장

의 마을숲 관리를 위한 적극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노동가능한 

인구비(50~70대)가 높은 마을은 이장의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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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을숲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인구비가 높음을 의미하기 때

문에 숲관리에 대한 이장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마을숲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

리하려는 이장의 적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2.1.9. 자원의 중요성 

마을 주민들이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유의수준 1%미만

에서 50~70대인구비, 관리참여인구비, 지도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고, 유의수준 5%미만에서 관리주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50~70대인구비는 마을에서 실제로 노동가능한 인구의 비율

로 노동가능한 인구비가 높을수록 마을숲을 소중하게 인식하는 정

도도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리참여인구비와 지도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숲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숲 관리를 위해 많은 

인구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주체와의 관계는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숲을 관리할수록 숲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커짐

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숲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숲에 대한 애정과 소중함이 더해질 수 있고, 숲을 소중하게 생각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숲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 

 

4.2.1.10. 사용자의 위치 

농촌 사회에서 마을주민들이 주로 만나고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공

간은 마을회관이다. 마을회관으로부터 마을숲까지의 거리는 유의수

준 5% 미만에서 숲의 규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

원에 위치한 마을숲이 규모가 큰 숲일수록 마을회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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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변수와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의 다중회귀분석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함수적인 관련성을 수

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

고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남기성 2010). 회귀분석 중 단

순회귀모형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되는데, 다중회귀

분석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개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와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생태 체계 분석틀에서 선정한 10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 평과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

여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중회귀분석의 변수선택법(변

수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 변수증감법; stepwise selection)

을 이용하여 관계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변수제거법은 F-검정 

결과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차례대로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고, 변수

증감법은 변수들의 유의성에 기준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따르기 때

문에 두 방법의 선택변수가 다를 수 있다(박성현 등 2009). 

 

4.2.2.1. 사회·경제적 이용성 평가 결과에 영향하는 요인 

10개 변수와 사회·경제적 이용성 평가 결과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지가격은 5개의 결측치가 있어 나머지 변수들의 측정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포함한 값과 제외한 값을 모

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사회·경제적 평가 결과에 영향하는 변수 

분류 선택변수 
유의확률 

(지가제외) 
선택변수 

유의확률 

(지가포함) 

변수제거법 숲의 규모 0.015
*
 

숲의 위치 

토지가격(-) 

0.019
*
 

0.039
*
 

변수증감법 숲의 규모 0.015
*
 숲의 규모 0.040

*
 

※significance level 
*
_5%, 

**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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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제거법을 사용한 모델에서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숲의 규모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상관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숲의 

규모가 클수록 숲의 이용성이 높은 이유는, 숲이 클수록 물리적 기

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능의 변화도 적은 것이라 생

각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Chhatre and Agrawal 2008; 2009; 

Persha et al. 2010; Persha et al. 20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숲의 규모와 이용성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토지가격

이 포함된 모델에서는 숲의 위치가 마을의 앞에 위치하고, 토지가격

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이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

을 입구에 위치한 마을숲의 이용성이 높고, 지가가 낮은 외진 곳일

수록 숲을 이용하던 전통문화가 남아 있어 마을숲의 이용성이 유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변수증감법에 있어서도 마을숲

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2.2.2. 생태적 건전성 평가 결과에 영향하는 요인 

10개 변수와 생태적 건전성 평가 결과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토지가격은 5개의 결측치가 있어 나머지 변수들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포함한 결과값과 제외한 결과값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생태적 건전성 평가 결과에 영향하는 변수 

분류 선택변수 
유의확률 

(지가제외) 
선택변수 

유의확률 

(지가포함) 

변수제거법 
숲의 규모 

소유권(-) 

0.023
*
 

0.033
*
 

숲의 규모 0.088 

※significance level  
*
_5%, 

**
_1% 

 

생태적 건전성 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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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변수제거법에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

을 수 있었다. 변수증감법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유의성에 

의해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생태

적 건전성 결과인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못하여 다중회

귀분석 시 변수가 입력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변수제거법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가격을 제외한 모델에서는 숲의 규모가 크고 

마을 외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수록 생태적 건전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숲이 외부의 교란에 대한 회복력이 좋

기 때문에 생태적 건전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라 판단된다(Forman et al. 1976; Peterson et al. 1998). 그리고 

소유권이 마을 외부에 있는 경우에 생태적 건전성이 높다는 것은 

마을에서 숲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숲이 생태적으로 더 건전

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Chhatre와 Agrawal(2009)의 연구에서

는 지역에서 숲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수록 생태적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마을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생태적 건전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숲 내 수목의 상태가 악화되더라

도 이를 마을에서 치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마을숲의 소유권이 외부에 있을 경

우 마을숲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용의 강도가 낮아져 

마을숲의 생태적 건전성이 보다 양호할 수 있다. 

 

4.2.3. 그룹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표본수가 24개이고 각 그룹내의 표본수

가 적어 분포의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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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비모수 통계분석11을 실시하여 4개 그룹간 

변수들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비모수 통계분석은 그룹의 개수에 따

라 검정 방법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고, 그룹이 

2개일 때에는 만-위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김충련 2008). 변수들의 그룹간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4개 그룹(Sustainable group, Trade-off A 

group, Trade-off B group, Unsustainable group)으로 나누어 검

정하였고, 이어서 지속가능한 그룹·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룹·사회

·경제적 이용성 우위 그룹·생태적 건전성 우위 그룹과 그 외 그

룹의 변수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4.2.3.1. 4개 그룹간 분석 

4개 그룹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12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4개 그룹간의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숲의규모 
시설물의 

비율 
숲의위치 토지가격 관리주체 

카이제곱 4.728 2.502 3.398 5.602 4.280 

자유도 3 3 3 3 3 

근사 유의확률 0.193 0.475 0.334 0.133 0.233 

 소유권 
노동가능 

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숲과의 

거리 

카이제곱 3.020 1.460 4.925 3.295 7.860 

                                           
11 
비모수 통계분석은 기존의 모수 통계 분석에서와 같이 분포에 근거하여 분석을 

하는 기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작고 분포의 정규성에 대한 가정이 없을 

때 대신하여 사용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김충련 2008; 남기성 2010). 

12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은 분포 위치에서의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3 집단 

이상의 측정값을 모두 크기 순서로 배열하고 순위를 매겨서 각 집단별 순위의 

평균을 비교하여 검정한다(남기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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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3 3 3 3 3 

근사 유의확률 0.389 0.692 0.177 0.348 0.049
*
 

※significance level 
*
_5%, 

**
_1%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미만에서 네 그룹간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마을회관과 숲과의 거리뿐이다. 다른 변

수들은 그룹간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을숲과의 거리를 그

룹간 평균비교를 해보면 <표 4-5>와 같다.  

 

<표 4-5> 마을숲과의 거리 변수의 그룹간 평균분석 

그룹 평균 N 표준편차 집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1 38.67 3 24.194 30.00 20 66 

2 145.36 11 100.660 144.00 11 340 

3 151.50 2 24.749 151.50 134 169 

4 190.63 8 44.052 196.50 117 252 

 

4개 그룹간 마을숲과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지속가능한 그룹(1 

그룹)에 속해 있는 마을숲들의 거리가 확연히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나 숲의 상태 확인

이 용이한 거리에 있는 숲일수록 숲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고, 이용

을 위한 접근이 쉽기 때문이라 생각된다(Persha et al. 2010). 이를 

통해 마을숲은 점차 그 이용정도가 줄어듬에 따라 수시로 확인이 

불가한 숲일수록 숲의 관리가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4.2.3.2. 2개 그룹간 분석 

만-위트니 테스트 검정13 방법으로 두 그룹간의 차이를 검정하였

                                           
13

 만-위트니 검정은 독립된 2 개의 집단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측정값의 순위를 

매긴 후에 각 집단별로 평균 순위를 구한 후 중앙값을 비교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정한다(남기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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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지속가능한 마을숲(Sustainabable group)의 그룹과 다른 

그룹(Trade-off A, B group, Unsustainable group)간의 변수간 차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지속가능그룹과 그 외 그룹간의 만-위트니 검정 

 숲의규모 
시설물의 

비율 
숲의위치 토지가격 관리주체 

Mann-Whitney의 

 U 
7.000 27.000 19.500 16.000 13.000 

Wilcoxon의 W 238.000 33.000 250.500 22.000 244.000 

Z -2.139 -0.393 -1.282 -0.894 -1.736 

근사 유의확률 

(양측) 
0.032 0.694 0.200 0.371 0.082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031

*
 0.742 0.310 0.421 0.122 

 소유권 
노동가능 

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숲과의 

거리 

Mann-Whitney의 

U 
25.500 27.000 18.000 19.500 5.000 

Wilcoxon의 W 256.500 258.000 249.000 250.500 11.000 

Z -0.604 -0.393 -1.404 -1.262 -2.314 

근사 유의확률(양측) 0.546 0.694 0.160 0.207 0.021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620 0.742 0.271 0.310 0.016

*
 

※significance level 
*
_5%, 

**
_1% 

 

만-위트니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미만에서 두 그룹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숲의 규모와 숲과의 거리 변수이다. 이들간의 

두 개 그룹간 차이는 <표 4-7>, <표 4-8>과 같다. 

 

<표 4-7> 숲규모 변수의 그룹간 평균분석 

그룹 평균 N 표준편차 

지속가능한 그룹 마을숲 4312.3967 3 1900.3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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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그룹 외 마을숲 1721.6643 21 1382.76262 

 

지속가능한 마을숲 그룹은 나머지 마을숲들의 숲의 규모보다 크

다. 지속가능한 그룹에 속하는 마을숲의 개수가 적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남원 마을숲의 경우에는 숲의 규모가 큰 마을숲이 다른 그

룹의 마을숲에 비해 지속가능성에 우위를 보인다. 이는 숲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에 모두 우위를 보이

기 때문이라 생각한다(Chhatre and Agrawal 2009; Persha et al. 

2010; Persha et al. 2011). 

 

<표 4-8> 마을숲과의 거리 변수의 그룹간 평균분석 

그룹 평균 N 표준편차 

지속가능한 그룹 마을숲 38.67 3 24.194 

지속가능한 그룹 외 마을숲 163.19 21 79.155 

 

지속가능한 마을숲 그룹은 나머지 마을숲들과 달리 마을회관과 

마을숲간의 거리가 가깝다. 이는 앞의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 숲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지속가능성이 높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마을숲의 그룹과 다른 그룹의 마을

숲간 변수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룹과 그 외 그룹간의 만-위트니 검정 

 숲의규모 
시설물의 

비율 
숲의위치 토지가격 관리주체 

Mann-Whitney의 

U 
49.000 60.000 48.000 35.000 40.500 

Wilcoxon의 W 85.000 96.000 84.000 113.000 76.500 

Z -0.919 -0.245 -1.199 -.59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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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유의확률 

(양측) 
0.358 0.806 0.231 0.554 0.122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383 0.834 0.350 0.592 0.153 

 소유권 
노동가능 

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숲과의 

거리 

Mann-Whitney의 

U 
64.000 53.000 40.000 48.000 29.000 

Wilcoxon의 W 100.000 89.000 76.000 84.000 165.000 

Z 0.000 -0.674 -1.751 -1.181 -2.144 

근사 유의확률(양측) 1.000 0.501 0.080 0.238 0.032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1.000 0.528 0.153 0.350 0.032

*
 

※significance level 
*
_5%, 

**
_1% 

 

만-위트니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미만에서 두 그룹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숲과의 거리 변수이다. 두 개 그룹간 차이는 <

표 4-10>과 같다. 

 

<표 4-10> 마을숲과의 거리 변수의 그룹간 평균분석 

그룹 평균 N 표준편차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룹 외 마을숲 126.12 16 93.600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룹 마을숲 190.63 8 44.052 

 

지속가능하지 않은 마을숲 그룹은 나머지 마을숲들과 달리 마을

회관과 마을숲간의 거리가 멀다. 지속가능한 그룹의 마을숲과 반대

로 숲과의 거리가 멀수록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와 같

은 결과도 숲과의 거리가 멀게 되면 마을주민들의 이용과 관리에 

용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이용성 우위에 있는 그룹과 열외 그룹의 

마을숲간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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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사회·경제적 이용성 우위의 그룹과 열위의 그룹간 만-위트니 검정 

 숲의규모 
시설물의 

비율 
숲의위치 토지가격 관리주체 

Mann-Whitney의 

U 
23.000 37.000 27.500 12.000 28.000 

Wilcoxon의 W 213.000 227.000 217.500 27.000 218.000 

Z -1.742 -0.746 -1.740 -2.129 -1.491 

근사 유의확률 

(양측) 
0.082 0.455 0.082 0.033 0.136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088 0.489 0.160 0.034

*
 0.183 

 소유권 
노동가능 

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숲과의 

거리 

Mann-Whitney의 

U 
29.500 44.000 25.000 27.500 20.000 

Wilcoxon의 W 219.500 59.000 215.000 217.500 35.000 

Z -1.476 -.249 -1.906 -1.713 -1.955 

근사 

유의확률(양측) 
0.140 0.804 0.057 0.087 0.051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208 0.836 0.120 0.160 0.053 

※significance level 
*
_5%, 

**
_1% 

 

만-위트니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미만에서 두 그룹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토지가격 변수이다. 두 그룹간 차이는 <표 4-

12>와 같다. 

 

<표 4-12> 토지가격 변수의 그룹간 평균분석 

그룹 평균 N 표준편차 

사회·경제적 이용성 우위의 그룹 1779.000 5 725.6239 

사회·경제적 이용성 열위의 그룹 6653.393 14 10636.7166 

 

사회·경제적 이용성에 우위를 보이는 그룹은 그 수가 적긴 하지

만 열위에 있는 그룹에 비해 토지가격이 적다. 토지가격은 개발압력

과 관련되어 도시화된 곳과 가까울수록 지가가 올라간다(이겸환, 김

형돈 1992). 사회·경제적 이용성 우위에 있는 그룹의 마을숲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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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지가가 낮은 곳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을 적게 받는다. 이러

한 마을숲들은 도시화 정도가 낮아 숲을 이용해온 전통문화가 지속

되어 기존의 기능들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건전성 우위에 있는 그룹과 열외 그룹의 마을

숲간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생태적 건전성 우위의 그룹과 열위의 그룹간 만-위트니 검정 

 숲의규모 
시설물의 

비율 
숲의위치 토지가격 관리주체 

Mann-Whitney의 

U 
55.000 59.000 62.000 37.000 47.500 

Wilcoxon의 W 110.000 164.000 117.000 82.000 102.500 

Z -0.878 -0.644 -0.573 -0.653 -1.417 

근사 유의확률 

(양측) 
0.380 0.520 0.567 0.514 0.157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403 0.546 0.666 0.549 0.192 

 소유권 
노동가능 

인구비 
지도력 

숲의 

중요성 

숲과의 

거리 

Mann-Whitney의 

U 
58.000 51.000 55.000 62.000 36.000 

Wilcoxon의 W 163.000 106.000 110.000 117.000 141.000 

Z -0.811 -1.113 -1.047 -0.564 -1.991 

근사 

유의확률(양측) 
0.418 0.266 0.295 0.572 0.046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0.508 0.285 0.403 0.666 0.048

*
 

※significance level 
*
_5%, 

**
_1% 

 

만-위트니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미만에서 두 그룹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숲과의 거리 변수이다. 이들간의 두 그룹간 차

이는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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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숲과의 거리 변수의 그룹간 평균분석 

그룹 평균 N 표준편차 

생태적 건전성 우위의 그룹 122.50 14 99.742 

생태적 건전성 열위의 그룹 182.80 10 43.006 

 

생태적 건전성 우위에 있는 그룹은 열위에 있는 그룹에 비해 숲

과의 거리가 가깝다. 지속가능한 마을의 그룹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숲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마을숲의 생태적 건전성이 높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숲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숲의 위치가 외지고 멀게 되면 숲의 변화를 쉽게 감

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숲의 상태가 악화될지라도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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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호작용에 의한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에서 상호작용의 활동을 보면, 자원의 수

확 정도, 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자원을 둘러싼 이권자들의 분

쟁,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자원관리를 위한 자치 조직 

결성∙로비 활동∙협의과정, 자원과 연결된 사회망 연결, 자원의 감시

활동 등이다(Ostrom 2007; Ostrom 2009; McGinnis MD and 

Ostrom 2011). 이러한 상호작용이 마을과 마을숲,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사회와 어떠한 작용을 통해 자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지, 특

이점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3.1. 지속가능한 그룹의 마을숲 

지속가능한 그룹에 속해 있는 상신마을과 중절마을은 마을주민들

의 협조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행해지는 

관리란 숲의 상태 유지를 위한 주변환경의 관리정도이지 소나무를 

직접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신마을과 중절마을에서

는 아직까지 수목의 상태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전촌

마을의 경우에는 수목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촌마을(<그림 4-2> 참고)의 마을숲은 마을의 소유이고,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리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다. 아직까지는 

생태적 상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나무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읍사무소와 시청에 연락해 놓은 상태라

고 한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나와 나무를 살펴보고 가거나 치료해 

준 경우가 없어 악화되어가고 있는 나무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나무를 관리하고 싶지만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마을내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숲을 관리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 이를 보았을 때 전촌마을의 숲은 빠른 시일 내에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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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빠른 속도로 숲의 상태가 쇠퇴할 것으

로 보여진다. 이 마을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숲에 대한 감시활동은 

잘 이루어지지만 사회와의 연결망이 두텁지 않아 관공서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그룹에 속해 있는 마을숲들은 모두 마을주민들간 협

의가 잘 이루어져 서로 협력 하에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고, 숲의 

이용상태가 원활한 편이다. 그리고 숲의 위치가 마을과 가까워 마을

주민들의 시야에 늘 숲의 상태가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숲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이장에게 보고되어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의 관

리를 받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촌마을숲의 경우에는 관공

서의 협조를 받지 못해 숲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2> 전촌마을 마을숲 

 

4.3.2. Trade-off A 그룹의 마을숲 

Trade-off A 그룹에 속해 있는 마을숲들은 이용은 잘 되고 있는

데 생태적 건전성이 좋지 못하다. 벌촌마을(<그림 4-3> 참고)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주민들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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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을이다. 마을숲의 관리에 있어서도 호당 한 명씩은 나와 제초

작업과 청소를 함께 한다. 마을숲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정도로 이용성 면에서는 나아졌지만 병충해 때문에 숲의 상태가 많

이 쇠퇴된 상태라고 한다. 벌촌마을의 경우는 이장의 활동이 활발하

고 관공서와 관계가 좋아 마을숲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보

고하여 도움을 받고, 숲이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어 마을주민들이 

오고 가며 숲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알려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림 4-3> 벌촌마을 마을숲 

 

용평마을(<그림 4-4> 참고)은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체험마

을 운영하여 마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평마

을의 명소 중에 하나가 하천변에 있는 소나무쉼터인 마을숲이다. 마

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숲을 그늘 삼아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여름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와서 쉬어 갈 수 있

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용평마을의 마을숲도 마을의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숲이라 여겨져 마을 사람들이 숲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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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을에 주민수가 많지 않아 4~5명 정도의 주민만 제초작업

에 참여하고, 수시로 면사무소에서 숲을 방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 시청의 협조를 얻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4> 용평마을 마을숲 

 

4.3.3. Trade-off B 그룹의 마을숲 

Trade-off B 그룹에 속해 있는 마을숲들은 생태적 건전성은 양

호한 편인데 기능이 많이 쇠퇴되어 이용성이 적다. 부흥마을(<그림 

4-5> 참고)은 마을숲의 소유자가 개인이지만 마을주민들과 아무런 

마찰 없이 마을주민들이 마을숲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숲 

가장자리에 모정을 짓기 위해 마을숲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건립하

였다고 한다. 하지만 부흥마을의 마을숲은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생

태적 건전성을 좋으나 숲 바로 옆에 있는 마을회관과 모정의 이용

으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숲이 잘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마을 주민

들은 마을을 오고 가다 나무에 이상이 발생하면 서로 이야기 하여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까지는 숲에 큰 이상이 

없어 마을에서 관리하는 정도로 숲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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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부흥마을 마을숲 

 

신촌마을(<그림 4-6> 참고)은 부흥마을과는 달리 마을숲의 개인 

소유자가 마을 사람들이 숲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관리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기존에는 마을주민이 숲을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고, 

매년 정월 초 3일에는 당산제를 지내는 곳으로 마을의 자랑이자 상

징과 같은 숲이었다. 새마을 운동 당시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숲

의 흙이 흘러내지 않도록 담을 쌓아 숲을 보전하였고, 마을 주민들

이 모두 마을의 숲으로 알고 관리하며 보전해 왔다. 하지만 마을숲

의 소유자였던 마을주민이 죽은 뒤 소유권을 넘겨 받은 외지 사람

의 권리주장으로 숲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의견

을 모아 숲을 마을명의로 매입하려고도 하였으나 소유자가 숲을 너

무 비싼 값에 팔려 하여 사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숲을 이용하

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할 만큼 숲의 이용을 차단하여 마을 주민들

은 숲을 관리도 하지 못하고 이용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유로 신촌마을의 숲은 계속 방치되고 있고, 마을주민들로부터 잊혀

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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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신촌마을 마을숲 

 

용은마을(<그림 4-7> 참고)은 쇠퇴되어 가고 있는 마을숲을 보

전하고자 숲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예의 마을이다. 소나무

가 가득 차 있던 숲의 나무들이 고사하고, 중간에 귀목나무가 크게 

자라면서 소나무의 생장을 방해하여 마을주민들은 귀목나무를 베어 

내었다. 최근에 마을주민들은 시의 협조를 얻어 숲의 빈 공간을 채

우기 위해 어린 나무들을 새로 식재하고, 울타리도 설치하여 숲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그리

고 관공서의 협조가 다시 숲을 살리고 있다. 또한 숲이 마을로 들어

오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숲의 

상태를 확인하고 숲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어 

앞으로 숲의 상태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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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용은마을 마을숲 

 

삼산마을은 용은마을과 같이 관공서의 협조를 받고 있는 숲이다. 

지리산 둘레길 코스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수려한 소나무 숲을 마을의 자랑과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삼산마을 마을숲은 마을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지만, 

마을의 가구수가 많지 않아 숲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하지

만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는 남원시의 관광명소로 마을 이장, 읍사

무소, 그리고 시청의 협력 하에 숲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마

을주민들이 이상이 생긴 소나무를 이장에게 보고하면, 이장이 읍사

무소에 보고하여 시에서 나무를 치료해 주고 있다. 

사곡마을의 경우는 숲이 오래되어 많은 수의 나무가 고사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숲의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쇠퇴되었다. 마

을 주민들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나무마다 비료를 주어 나무의 생

장을 돕고자 하였고, 나무가 쓰러져 빈 공간에는 어린 소나무를 심

어 숲을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곡마을의 마을숲은 2009년‘제 

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숲 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경

력이 있는 숲으로 마을주민들의 자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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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마을(<그림 4-8> 참고)은 숲이 마을회관과 멀리 떨어져 있

는 마을 앞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수시로 

숲에 쉬어가는 휴식처가 되고, 산에서부터 흘러내려 가는 좋은 기운

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숲으로 마을주민들이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숲의 이용도 뜸해지고, 숲

의 공동관리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일년에 한 번 일꾼

을 사서 제초작업만 하는 정도라 한다. 지금은 숲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노인들이 있어 숲이 유지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마을주민으로부터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4-8> 내동마을 마을숲 

 

포암마을과 비촌마을(<그림 4-9> 참고)의 마을숲은 마을주민들

의 관리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숲이다. 포암마을의 마을숲은 마

을에 인구가 많이 살 때에는 숲에 해가 되기 때문에 소를 메어 놓

으면 벌금을 물게 하는 자치규약이 있을 정도로 숲을 소중하게 생

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숲에 대한 존재가 희미

하게 되었다. 마을숲의 위치 또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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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

촌마을의 경우는 마을 앞에 위치해 있던 숲 옆으로 도로가 생기면

서 숲이 축소되어 도로 한 가운데에 숲이 남게 되었다. 또한 마을에

서 관리하던 숲임을 아는 마을 주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의 

숲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마을숲임을 아는 주민이 지인에게 부탁하

여 흙도 붓고 하여 새로 보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이 거의 관리하지 못하고, 시에서 필요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9> 비촌마을 마을숲 

 

4.3.4.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룹의 마을숲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룹의 마을숲은 생태적 건전성도 좋지 못하

고 이용성도 낮다. 하신마을, 양촌마을, 그리고 마륜마을은 개인 소

유의 마을숲이다. 마륜마을의 경우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이용성도 적은 편이나 마을주민들이 마을숲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

고, 실질적으로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마을 



71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예로부터 마을 어른들이 마을을 지켜

주는 숲이니 함부로 베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하였고, 마을에서 숲을 

매입하려 할 정도로 숲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소유

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하신마

을과 양촌마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에게 숲의 존재가 많이 잊혀져 

있는 상태이다. 양촌마을의 마을숲은 외지에 살다가 은퇴한 후 고향

에 돌아온 마을 주민이 숲을 매수하여 그 안에 집을 짓고, 숲을 직

접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개인의 숲으로 

생각하지 마을의 숲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하신마을(<그림 4-

10> 참고)의 마을숲은 원래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쉬어가는 

숲이었는데 도로와 학교가 생기면서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게 되어 

마을과 단절된 길가의 쉼터 같은 용도로 바뀌었다. 마을에서도 동네 

청소차원의 관리를 할 뿐이지 마을에서 지켜온 숲으로 인식하고 있

지는 않다. 하신마을 마을숲은 면사무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

어 면사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10> 하신마을 마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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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길마을의 마을숲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마을회관이 생기고, 마을회관 앞

에 모정이 생기면서 그 이용성이 없어졌다. 왈길마을 마을숲은 아름

다운 마을숲으로 뽑일 만큼 숲이 크고 아름답다. 마을 주민들도 숲

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마을숲을 관리하기 위해 여력이 되는 마을

주민들은 모두 참여한다고 한다. 또한 마을숲의 나무에 문제가 생기

면 시에서 도움을 주어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숲의 생태적 건전성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숲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가 활엽수인 느티나무에 밀려 피압되고 있어 

그 생장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왈길마을 마을숲의 총

체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느티

나무의 건전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옥전마을(<그림 4-11> 참고)의 마을숲은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이나 예전부터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소유지로 생각하고 지켜

온 숲이다.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은 마을숲이 마을을 보호하고 운을 

담고 있는 숲이라 여겨 훼손하거나 베어내지 않았다. 심지어 손도 

대면 안된다고 하여 바람에 쓰러진 나무도 그대로 둘 정도로 소중

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수의 나무가 고사하거나 쓰러

져 빽빽하던 숲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겼다. 옥전마을 마을숲도 소나

무와 왕벚나무가 겹으로 조성되어 있어 마을로 불어오는 바람의 막

아주고, 마을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담아주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

고 있다. 하지만 숲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여 숲의 상

태가 쇠약해져 있고, 이제는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 

면사무소와 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해 방치

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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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옥전마을 마을숲 

 

남평마을과 고정마을의 마을숲은 마을의 소유이나 위치상 접근성

이 떨어져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평마을의 마을숲

은 마을 뒤 위패를 모셔놓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제방에 자라고 있

는 소나무를 보호하면서 자리잡게 되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

로서 활용하기 위해 가꾸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과 모정이 있어 휴식처로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숲 관리에 있어서도 몇 명 주민만 관리에 참여하고, 

주로 이장과 같은 마을 책임자가 수시로 숲을 돌아보며 관리하고 

있는 정도이다. 고정마을(<그림 4-12> 참고)의 경우에도 마을의 

소유이고, 수구막이와 방풍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숲이다. 

예로부터 마을 어른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숲이라 하여 함부로 훼손

하지 않고 보호하였으며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서 이용되었다. 하지

만 마을에 마을회관이 생기고, 마을 주민들도 노령화되면서 숲의 관

리가 소홀해지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수목의 고사로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숲은 마을의 앞쪽에 자리하고 있어 잘 보이긴 하지

만 수시로 들여다보기에 용이하지 않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에서는 숲의 관리를 위해 봄에 제초작업만 실시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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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을 주민들은 시나 면사무소에서 수시로 나와 관리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4-12> 고정마을 마을숲 

 

다산마을 마을숲은 마을의 소유이고,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

어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오고 가며 숲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숲이 마을의 

자랑이자 상징이라 생각하여 다른 곳에 팔지 않고 숲을 보전해 가

고 있다.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마을 주

민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숲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풍과 고사로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시의 협조를 얻어 꽃나무를 심고 새롭게 소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

고 있다. 다산마을의 경우는 시와 면사무소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지만 수목의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수목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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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공유산림인 마을숲의 황폐화를 막고, 지

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남원에 남아있는 마

을숲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지속가능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남원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경제적 이용성과 

생태적 건전성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사회·경

제적 이용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 그룹간 분석을 통해 마을숲의 관리주체, 소유권, 노동가능인구, 

그리고 마을숲과의 접근성과 마을숲의 지속가능성간의 관계를 검정

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은 관리주체, 소유

권, 노동가능인구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고, 마을숲과의 거리를 지표로 한 접근성 변수만 마을숲의 

지속가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마

을에서 주도적으로 마을숲을 관리하고, 마을에서 마을숲을 소유하며, 

마을에 마을숲을 관리하기 위한 노동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마을

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단, 마을숲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마을 주민들과 마을숲의 접근성이 높을 때 마을

숲이 지속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마을숲의 규모 변수가 마

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는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더 이상 마을숲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시사한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숲을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지만 숲에 문제

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방법이 없다. 마을에서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은 수시로 숲을 감시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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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겼을 때 관공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숲이 멀리 위치하

거나 외진 곳에 위치한 숲은 감시도 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용되지도 않아 점차 방치되어 황폐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마을숲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숲의 이용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을주민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원과 사회, 그리고 마을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숲의 적극적 이용, 마을주민들간의 합의를 

통한 숲의 관리, 숲의 지속적 모니터링,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과

의 친밀한 유대관계, 숲 관리를 위한 투자, 마을 대표자의 지도력 

또는 로비활동이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숲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관리해 나갈 

때 숲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마을의 중요한 자연자원임을 인식하게 

된다. 쇠퇴해 가고 있는 마을숲의 대부분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용

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의 의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현재 농촌사회의 마을숲은 마을주민들이 숲의 건전함을 유

지하기 위해 수목의 상태를 파악하고 병든 나무를 치료하는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해낼 수 없다. 그래서 마을숲은 마을주민들이 주체

적으로 보전하여 관리하되 늘 숲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수목에 이

상이 생겼을 때 이장이나 관공서에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관공서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어 있지 못하면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정책

적으로 검토하여 점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

로 마을 이장과 같은 지도자에 따라 숲의 이용과 관리의 참여도가 

달라지고, 숲의 관리를 위해 투자를 유치해 오는 로비활동의 영향력

도 각기 달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숲을 보전하고자 하는 모

든 마을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숲을 통합적이고 전문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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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마을숲들의 사례를 보면, 마을숲은 더 이상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없는 자원이자 문화유산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

은 마을숲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숲을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예산과 전문기술이 없다. 반면에 마을의 협력기관인 면

·읍사무소, 시청과 같은 관공서는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예산과 전

문기술이 있지만, 마을숲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과 관공서가 협력하여 마을숲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마을숲의 이용성 증대

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마을, 관공서,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 연구와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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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점과 제안 

본 연구는 한국의 공유산림인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시도하였다. 그래서 인간사회와 영향을 주

고 받으며 유지되는 자연자원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경제

·생태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마을숲을 평

가하려 하였다. 그 평가 지표로 사회·경제적 이용성은 절대적 기준

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반해, 생태적 건전성은 샤이고미터를 이용한 

수목활력도를 측정하여 마을숲간의 상대적 비교수준이지 절대적 기

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절대적 기준 제시를 위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원의 35개 마을숲 중 소나무가 주요수종인 24

개 마을숲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 가능한 마을숲 전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지만, 모집단의 수 자체가 적어 정량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

어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남원의 35개 마을숲을 

모두 평가하여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같은 방법으로 타 

지역의 마을숲과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더욱 진보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틀로 사용한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은 인간사회와 관계하는 자원자원을 분석하

기 위한 틀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마을숲을 조사할 때에도 같은 사

회·생태 체계 분석틀을 이용한다면 결과의 비교에 더욱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분석된 결과물의 축적에도 용이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이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 정성적 방법으로 사회·생태 체계 

분석틀에서 마을, 마을숲,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정량적 방

법에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알아내지 못한 부분을 마을주민들과의 심층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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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을숲을 둘러싼 세세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호작용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심층면담을 실

시하였지만 상호작용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설문하지 못한 한계점

을 갖는다. 그래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숲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도출

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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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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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s in Nam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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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forests are often degraded and deforested because 

these are used by a number of unknown people where their 

management does not exist. A village grove is a type of 

common forest that includes a unique cultural component of 

Korea. However, as time goes, its functions have changed and 

diminished; thus, many village groves are disturbed by natural 

disaster,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selected village groves located in 

Namwon city and find factors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m. 

In this research, vital degree of tree was investigated to 

assess ecological index in 24 village grove, and forest functions 

were interviewed to calculate socio-economic index. The ten 

variables, namely, forest size, human-constructed facilities, 

forest location, economic value of forest, manageme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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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users, distance to forest, leadership of users, 

importance of forest, that can be adaptable in village groves are 

selected in Social Ecological Systems (SES) framework. 

Three village grove show above average ecological condition 

and improved socio-economic utility (i.e., Sustainable group); 

two village groves show below average ecological condition and 

improved socio-economic utility (i.e., Trade-off group A); 

eleven village groves show above average ecological condition 

and degraded socio-economic utility (i.e., Trade-off group B); 

and eight village groves show below average and degraded 

socio-economic utility (i.e., Unsustainable group). In addi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forests are analyzed 

by these groups. Forest size and distance to forest ar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village groves. 

Land-price and forest location affect the socio-economic 

utility, while forest size is the factors influencing ecological 

condition of forests. 

In results, the village groves could be sustainable when they 

are utilized by necessity of villagers and monitored regularly, 

thus close cooperation of village and government is need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rest condition 

simultaneously. Interaction analysis show that the positive use 

of forest, the management of villager agreement, the continuous 

monitoring for forest, society networking, investment for forest 

managing, the leadership of representative, and villagers ’ 

lobbying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the village groves.  

In conclusion, in pursuit of a sustainable village grove, 

villages, public offi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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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n collectivity to increase the utility of the village groves 

and monitor it continuously. 

 

Keywords: village grove, sustainability, socio-economic utility, 

ecological condition, social ecolog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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