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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마을주민의 마을숲 보전활동 참여 가능성과 마을주민의 인

식의 관계를 밝혀 마을숲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숲의 지리적 위치, 소실 가능성, 마을 주민

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마을숲 보전에 대한 마을주민의 참여의식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강원도 영서와 영동

의 오래전부터 전래되어온 마을숲이 존재하는 대상지를 설정하였다. 연

구대상지 네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마을숲이 내륙인지 해안인지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해

안지역 마을주민이 마을숲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을숲의

소실위험과 마을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과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의 주민들간에 마을숲

에 대한 보전활동 참여 책임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마을숲에 대한 인식, 지식, 보전의도

및 보전사업에 대한 참여정도에 주민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및 거주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책

임감’, ‘주관적 판단력’이 그들의 마을숲 보전에의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숲 보전에의 참여의사’는 ‘마을숲 보전

에 대한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을숲 보

전 정책이 수립할 때 마을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주요어 : 마을숲, 마을숲 주민, 인식, 참여의사, 건전한 환경행동, 보

전활동, 강원도

학 번 : 2004-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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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우리나라에는 마을단위의 주거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주

민들의 필요에 의해 마을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관리 및 보존해 온 공유

산림이 있었다. 이러한 숲의 형태를 마을숲이라 일컬었으며, 마을숲은 토

착신앙, 풍수지리, 경관유지, 편익제공, 환경조절, 경계설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온 문화 통합적 시설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유

지되어 왔다(김학범, 장동수 1994).

마을숲은 수백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오늘날까지 마

을주민들이 보전사업에 참여하며 관리하고 있는 전통경관이며(최재웅

외, 2006), 역사적 형성배경과 생태적 공간구성 및 다양한 활용 측면에서

한국 특유의 생활림(권순구, 2007)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숲은 농산어

촌에 꾸준히 유지되어 오면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고유의 문화경관

이면서 중요한 경관요소이기에(윤순진 외, 2009) 국토계획, 국토환경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보전의 문제에 귀중한 물리적 실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최재웅 외, 2003).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현상과 기후변화에 따라 집

중호우 등으로 녹색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5월 산림청은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확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했다. 산림청은 국민,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생활권 녹색공간의 원형인 마을

숲의 효과적인 조성, 관리, 이용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

에 따르면 ‘녹색공간 확대’, ‘전통 마을숲 복원 확대 및 생활권 마을숲 조

성’ 과함께 도시녹화에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 마을숲도 복원되면 농촌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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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생활권 녹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우장명 외,

2008). 또한 산림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이 과거에 비해 급속히 증가

되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앞으로 마을숲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

과거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마을

숲 주민의 인식과 마을숲 보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마을

숲 복원사업은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산림청에 의하여 2003년부터 추진되

고 있지만, 이러한 마을숲이 마을주민들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윤여창(2010)은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마을

숲의 소실에 영향하는 주요 인자를 분석했고, 박소희 등(2013)은 마을숲

보전 사업형에 대한 마을 주민의 참여 가능성을 순서화 로짓 모형

(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김학범 등(2003)은 마을숲

을 대상으로 인문분석(조성배경, 이용행태, 개발정도, 토지소유, 보호관

리, 접근성, 주차공간 등)과 생육환경분석(마을숲 입지환경, 하부식재상

태, 마을숲의 근원지 생태보전실태, 토양경도, 병충해 등)을 통해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인문적인 요소들이 마을

숲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은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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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여 숲의 일반적인 특성(면적, 지형, 형태, 소유현황, 숲 조성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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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형태), 근원부 현황(나지화, 복토깊이), 건강도(신초생장, 수목활력도,

고사지율, 공동크기, 수피이탈율, 병충해), 토양환경(토양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토양경도)을 조사하여 마을숲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고 조현길 등(2011)은 강원도 영서지역에 잔존하는 12개의 마을숲을 대

상으로 입지환경, 식생구조, 토양환경, 생장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은희 2013).

선행 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마을숲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해결방안

을 찾으려 했고, 향후 관리와 보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마을숲 주민들의 인식규명과 마을주민들의 보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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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실제로 마을숲을 오랫동안

이용해 온 당사자들이고 앞으로 계속 이용할 대상은 마을숲 주민들이라

고 볼 수 있다. 지난 50년간 진행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사람들의 마을

숲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고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 등)에 따른 마을숲에 대한 인식의

변화상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숲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마을

숲 보전 의사 및 참여 가능성도 함께 규명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을숲

주민의 인식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구를 토대로 하여

제도적 장치의 고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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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첫째 질문은 “지리적 위치나 소실위험 정도 등과 같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이나 지식, 보존의지 등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을숲의 지리적 위치를 내륙과 해안으

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내륙과 해안의 마을숲은 그 조성배경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조성배경과 기능이 현재에는 변화된 경우

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차이를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해 내륙과 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차별성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

가 연구대상지를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숲과 낮은 마을숲으로 나눈 이유

는 실제 소실위험에 마을숲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데 실

마리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이 밝힌 마을숲의 소실위험

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해당하는 마을숲의 기능, 관리조직, 개발압력, 토

지이용제한 등이 있는데(윤여창, 2010) 이외에도 마을주민들의 인식과

마을숲의 소실위험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질문은, “마을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

득, 거주기간 등)에 따라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이나 지식, 보

존의지 등의 차이가 있는가?”이다. 지난 반세기이상 진행된 도시화로 주

민들의 직업, 출생지, 교육수준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고 사회구

조의 변화에 따라 마을숲 주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밝혀 사회구조에 따른 마을숲 정책을 수립·조정하여야 한

다.

셋째 질문은,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과 지식은 마을숲 보전

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주는가?”하는 것이다. 이는 마을주민들이 마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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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해당 마을숲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마을숲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연구 질문이다.

넷째 질문은, “마을숲 보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도는 마을숲 보전과

활용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

다. 이는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건전한 환경행동’을 유도함을 입증한

Hines 등(1987)의 이론이 “우리나라 마을숲이 있는 마을주민의 행동행태

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연구목표

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표를 정했다.

첫째, 내륙과 해안에 위치한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과 지식정

도 및 보전의도와 보전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

을 밝힌다.

둘째, 마을숲을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숲과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숲으로

나누어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과 지식정도 및 보전의도와 보전

행동 특성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셋째, 마을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 중 어떤 인자가 마을숲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지식정도, 보전의도 및 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하는지를

밝힌다.

넷째,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과 지식이 마을숲 보전에 대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하는지를 밝힌다.

다섯째, 마을숲 보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도가 마을숲 보전과 활용

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하는지를 밝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마을숲 관리정책 수립 시 마을숲 주민들의 인식

과 주민 참여 영향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마을숲이 마을주민들에 의하여

이용·보전·관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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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의 질문과

목적을 정립한다.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을 이끌어갈 중심 이론을 설명하고 논문의 대상

이 되는 마을숲을 정의하고, 기능을 밝힌다. 마을숲과 마을숲 주민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논설한다. 마을숲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중심이론과 관련개념을 설명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다음

으로 마을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

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가

설을 설정한다.

제 3 장에서는 연구대상지와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연구대상지의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연구대상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재 마을에 거

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방법론

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과 지식, 의도, 건전한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선정한 변수를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마을숲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마을숲 보전사업에 대한

설문·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고찰 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점 함의

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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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마을숲

1. 마을숲의 정의

마을숲의 정의를 알아보기에 앞서 산림청의 ‘도시림 기본계획(변경)’에

나타난 ‘도시림’과 ‘생활림’의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림은 도

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

는 산림 수목(면지역과 자연공원 제외)이며, 생활림은 생활권 주변지역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

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학교

숲, 마을숲, 경관숲)이다. 생활림의 한 종류로서 마을숲의 정의는 연구자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자주 인용되는 정의는 김학범 외(1994), 윤여

창 외(2011b) 등이 있다.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마을 사람

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숲으로서, 단일수종이나 소수

종으로 구성되거나 단층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마을숲은 마을 사람들

의 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신적, 문화적 생활 그리고 다양한 이용을 담은

마을 공용의 녹지로, 마을 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집적되어 온 상징적

대상물이다(김학범 외, 1994).”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생활공간 속에 존재하거나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마을공동체가 고유의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는 숲으로서,

마을 공동체가 그 소유나 이용에 대한 권능을 갖는다(윤여창 외,

2011b)."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마을숲이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인위적으

로 조성되거나, 마을 주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되어온

숲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마을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숲”으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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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숲의 유형과 기능

1) 공간적 유형

마을숲을 공간적 유형에 따라 김학범 외(1994)는 동구숲, 하천숲, 동

산숲, 해안숲, 마을주변숲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동구

숲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형태이며, 마을 입구를 차폐하기 위해 조성

된 숲이다. 하천숲은 하천을 따라 형성된 숲으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안림의 기능보다 관광

혹은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산숲은 전통

적 공간형태인 배산임수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을 관리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다. 강원도 마을숲의 현황을 조사한 김재성

(2008)에 의하면 강원도 마을숲에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제를 위한 사

당이 많다. 해안숲은 하천숲과 비슷한 형태로 해안을 따라 길게 조성되

었으며 방풍과 방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도원 외(2007)는 김학범 외(1994)의 공간적 중심 구분에 기능적 구분

을 더하여 수구 막이형, 뒷산, 비보엽승, 뫼형, 기타(해안, 하천변)로 나뉘

었다(그림1).

2) 기능적 유형

조선의 임수(역주 생명의숲, 2007)에서는 임수의 기능을 종교적, 교육

적, 풍치적, 위생적, 교통적, 보안적, 농리적, 엽목적, 군사적, 공용적 기능

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였다. 임업연구원에서는(1995) 기능적 유형을

당산림, 학술림, 경관림, 풍치림, 방품림, 호안림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성황림, 비보림, 역사림, 방품림, 호안림, 어부림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박봉우(2006)는 마을숲의 유형을 경관림,

성황림, 비보림, 보안림, 역사림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마을의 경관이나

풍치를 고려하여 조경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이 경관림이며, 당제 등 종

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숲은 성황림, 풍수지리 사상에 의거 지형이나 지

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기 위한 것은 비보림이다. 보안림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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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을 미리 방비하고 농경지와 마을을 수해나 풍해로부터 지키는 것

이 주요 기능이다. 하천이나 해안에서는 보안림이 주로 방풍역할과 어촌

의 보호기능을 수행했다. 끝으로 역사림은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보물,

명승 등이 있는 곳으로 경주 나정, 계림 등이 이에 속한다(이은희, 2013).

그림 1. 전통 마을숲의 형태(이도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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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륙지역 마을숲과 해안지역 마을숲

1) 내륙 마을숲과 해안 마을숲의 특성

내륙 마을숲과 해안 마을숲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특성으로는 농업문화가 주를 이루는 내륙 마을숲은 과거

에는 주로 씨족집단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의 숲이기 때문

에 마을 공동 소유이거나 중종의 소유가 대부분이다. 내륙마을숲은 사상

적 배경도 유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수구막이와 비보숲이 주된 형태

이다. 이에 따라 동제, 당산제 등 남성이 주가 되어 참여한다. 반면에 해

안 마을숲은 어업중심의 민속신앙이 기조에 깔려 있어 선박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제의 형태를 띤다.

둘째, 기능적 특성으로는 해안 마을숲은 풍해, 수해, 조해 등의 자연재

해 방지의 목적이 강한 보안림의 기능으로 실용적 성격이 강하지만, 내

륙 마을숲은 기후조절, 대기정화, 온도조절 등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

다.

셋째, 경관적 특성으로 내륙 마을숲은 풍수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 입구, 마을 주변, 마을 뒷산, 하천변 등 여러 위치에 마을숲이 조성

되었으나 해안 마을숲은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 내륙 마을숲에 비해 경관

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한 특징은 마을숲을 이루고 있는 주

요 수종(도입수종, 식생구조 등)에서도 특징을 찾을 수 있다(2010, 김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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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륙 마을숲과 해안 마을숲의 비교 분석(김수희, 2010)

구분 내륙 마을숲 해안 마을숲

문

화

적

특

성

인접 마을의 유형 양반 중심의 반촌 각성바지들의 민촌

마을숲의 소유 마을공동이나 종중의 소유 국공유 및 사유

사상적 배경

유교적 사상과 민간 신앙적 사상

공존

농사를 위한 제의 위주

민간 신앙적 사상

풍어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민

간신앙 위주

풍수지리적 배려 수구막이, 비보림의 형태로 조성

문화의 유형

유교, 민간 신앙적 제의 위주

동제, 당산제 등 농업 위주의 제

의

남성 위주 제의 주관

민간 신앙적 제의 위주

동제, 풍어제, 산신제, 솟대제

어업과 선박의 안녕 염원 위주

의 제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당목의 유·무

상당과 하당으로 나누어 제를 지

냄

상당은 산신을 모시는 할아버지

나무, 하당은 할머니 나무라 칭함

마을숲 또는 마을 내부의 당목

에 제를 지내고 밥 구덕과 밥

무덤(하위신)에 제를 지냄

포구나무

관리규약의 유·무 민간 신앙적 금기에 의해 원형보전이 잘 되어 있음

기

능

적

특

성

보안림의 기능 조해, 비사방비, 수해, 풍해 등

대기정화 미기후 조절 기능 수온조절, 미기후 조절

토양침식 방지
제방을 따라 조성된 숲

유속감소

생물다양성의 증진 야생 동물 및 조류의 서식처

해양 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전

이지역으로 야생조류 및 동물의

서식처 제공으로 생물 종다양성

확보

놀이 및 휴식 장소 모임과 휴식

경제적 효율성
어부림, 석방렴 조성으로 어업량

증진

경

관

적

특

성

경관 구조

풍수적 배려에 따라 여러 위치에

조성

마을 입구, 마을주변, 마을 뒷산,

하천변 등

해안을 따라 해안가에 조성

도입수종 소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곰솔, 팽나무, 이팝나무 등

식생구조 단순림/ 단층림 위주
혼효림 및 단순림 / 대부분 다

층림

마을과의 위요도

마을 입구에 조성하여 마을 차폐,

영역성 확보

풍수족 배려에 의한 수구막이

해안가에 조성하여 바다에서 마

을이 보이지 않음. 병영지로 활

용

접근성
해안가에 조성하여 해안과의 접

근성 고려

지형의 경사도
완만한 평탄지나 동산의 구릉 등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

보안림의 기능과 염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성토

수목원 생육기반 조성을 위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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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전한 환경행동

‘건전한 환경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이란 자연환경

의 보전과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Jody M. Hines등(1987)에 의해 정립되었다.1)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건전한 환경행동으로서 ‘마을숲 보전 및 개선사업에 대한 참여’의 가능성

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적인 마을숲 보전활동 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의 가능성

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마을

숲과 같은 공간은 마을주민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이 펼쳐진다면 마을숲

보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마을숲 보전사업을 위한 마을숲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과 건전한 환경행동과

관련된 주요 인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하고 있으며 어떤 피드백이 가

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건전한 환경행동에 관하여 Hines 등(1987)은

1971년부터 1984년까지 발표된 128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책임 있는

환경행동은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 to act)'와 상황요인

(situational factor)'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김인호, 2002).

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된 변수 즉, 의도, 주관적 판단력, 태도, 개

인의 책임감, 지식, 교육수준, 소득, 경제적 사고성향, 나이, 성에 대해 행

동과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변수와 책임 있

는 환경행동과의 상관정도는 아래의 <표 2>과 같다. Hines 등(1987)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2>에서 보인것과 같으며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인식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도’는 특정 문

제에 대해 행동하려는 의도가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판단력’

1) J. M. Hines, H.R. Hungerford A.N. Tomera(1987)은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모델을 제시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는 ‘건

전한 환경행동(황영현,1996), ‘환경 책임성 행동(오해섭,1998)’, ‘책임 있는 환경행

태(김인호, 2002)’,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최현정,2000)’ 등 다양하게 해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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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 그의 행동을 통하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한 그의 판단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도’는 환경과 관련된 특정대

상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인 혹은 적대적인, 찬성 혹은 반대의 감정을 뜻

하고, 개인의 ‘책임감’은 환경에 대해 혹은 하나의 특정 사안에 대해 개

인이 느끼는 의무감 또는 책임감을 말한다.

표 2. 환경행동과 관련된 변수의 상관계수(Hines등 1987)

변수 보정된 상관계수 보정된 표준편차

의도 0.491 0.130

주관적 판단력 0.365 0.121

태도 0.347 0.224

개인의 책임감 0.328 0.121

지식 0.299 0.195

교육수준 0.185 0.122

소득 0.162 0.084

경제적 사고성향 0.160 0.118

나이 -0.151 0.200

성별 0.075 0.084

 출처 : 김인호(2002)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지식이란 변수는 환경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

라 특정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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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건전한 환경행동모델 (Hines 등, 1987)

제 3 절 연구모형

1. 이론적틀

본 연구는 ‘마을숲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인식은 그들의 마을숲에 대한

행동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의식의 형성은 결국 행동으

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즉 ‘마을숲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마을숲

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마을숲의 보전사업에 대한 참여의도가

높아진다.’라고 가정하고 그림 3과 같은 환경행동 모델을 설정하였다.

Hines 등(1987)의 연구모형과 본 연구의 모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Hines의 연구모형에서는 지식을 활동기능, 활동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세

분화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마을숲 대상지에대한 자연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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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마을숲의 보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방안 및 정책, 전통지식에 대한

인지정도와 정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Hines 등(1987)은 태도, 책임감,

주관적 판단력을 같은 위계에 놓고 ‘건전한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이들

변수 간에 영향력의 방향성이 있는 것을 가정하였다. 즉 마을숲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마을숲 보전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

하였고, 마을숲에 대한 건전한 행동은 마을숲 보전에 대한 의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Hines(1987)

의 연구모형에서의 상황요인(situational factors)에 대해 본 연구는 ‘대상

지 특성’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그 대리변수로 설명하였으며, 각

특성별로 인식과 지식, 의도 및 건전한 행동의 표명 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모형을 <그림 3>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 마을숲 주민의 건전한 환경행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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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태도나 행동

기여에 대한 신념의 개념은 연구자 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황영현

1997).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 Hines 등(1987)의 개념과 그

개념을 적용한 국내연구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최윤환 외)

용어 정의

마을숲에 대한 태도

(attitude)

마을숲을 바라보는 일반적 태도, 마을숲의 기능과 

마을숲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개인의 감정정도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주관적 판단력

(locus of control)

마을숲의 보전에 대해 개인의 행동을 통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지의 정도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지식

(knowledge)

마을숲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숲의 보전을 위

해 실천 가능한 방안 및 정책과 전통지식에 인지정도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의도

(intention)

마을숲의 보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참

여 의사 정도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responsibility)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개인의 의무감 정도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참여

(participation behaviour)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현재 참여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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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마을숲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을숲의 관리에 관련된 연구,

마을숲의 복원에 관련된 연구, 마을숲의 생태 조사와 관련된 연구 등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소실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일제의 벌목, 개발, 소유변경, 자연고사 및 후계림 조성 미흡

등을 소실 요인으로 분석한 김학범 외(1994)과 불리언 대수를 이용하여

마을숲 소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김인애(2005)는 분석결과 관

리조직, 기회비용, 소유권, 전통문화로 나타났다. 구자춘 외(2010)는 마을

숲의 기능, 관리조직, 개발압력, 토지이용제한 등이 소실확률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마을숲의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유권, 관리조직, 전통문화, 개발압력, 자연고사 5

가지이다.(이은희 2013)

윤여창(2010)은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마을

숲의 소실에 영향하는 주요인자를 분석했고, 박소희 등(2013)은 마을숲

보전 사업형에 대한 마을 주민의 참여 가능성을 순서화 로짓 모형

(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김학범 등(2003)은 마을숲

을 대상으로 인문분석(조성배경, 이용행태, 개발정도, 토지소유, 보호관

리, 접근성, 주차공간 등)과 생육환경분석(마을숲 입지환경, 하부식재상

태, 마을숲의 근원지 생태보전실태, 토양경도, 병충해 등)을 통해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인문적인 요소들이 마을

숲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은희 2013).

또한 마을숲의 관리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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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마을숲의 생태 및 관리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 항목

김용식 외(2006) 생육상태

김학범 외(2003) 생육환경, 근원지 상태, 토양상태, 경도, 병충해

박장홍 외(2007) 관리현황, 수목생육현황

이경락 외(2008) 생육상태, 관리상태

우장명 외(2010) 식생건강도, 기반시설

조록환 외(2008) 수목상태, 시설물 상태

조현제 외(2011) 건강상태, 생육환경, 인공시설물

위에 정리된 대부분의 연구는 관리조직이나 마을주민 보다는 주로 마을

숲의 관리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위 연구자들의 결론을 종합적으로 요

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마을숲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개인이나 일부 마을주민들만이 마을숲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즉 관공서가 주

도적으로 나서서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끝으로, 마을주민들과 더불어 자치단체 및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관리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이은희, 2013).



- 19 -

제 5 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의 5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첫째, 내륙에 있는 마을숲과 해안가에 있는 마을숲 간에는 마을숲에 대

한 마을주민들의 ‘인식, 지식, 의도 및 보전에 대한 참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실위험이 적은 마을숲과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숲 간에는 마을숲

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 지식, 의도 및 보전에 대한 참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을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들

의 ‘인식, 지식, 보전의도 및 보전에 대한 참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마을숲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과 지식은 마을숲 보전사업에 대

한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마을숲 보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도는 마을숲 보전과 활용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보전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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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재료 및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지

그림 4. 조사대상 마을숲 위치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의 2개소와 강릉의 2개소 총 4개의 마을숲을 연

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춘천과 강릉은 각각 강원도의 영동지방과 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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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마을숲의 위치를 내

륙과 해안가로 구분하였다. <표 1>에서 정리한 내륙 마을숲과 해안 마

을숲의 비교 분석을 통한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였

다. 또한 춘천의 지내리와 신동의 마을숲, 강릉의 회산동 회산임수와 초

당동 초당송림은 문화재청2)에서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 곳이다. 특히 문화재청(2003)은 천연기념물

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 조의 규정에 정한 귀

중한 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마을숲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마을숲은 총 33개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을숲을 보면 학술림으로 17개소, 어부림으로 8개

소, 호안·방풍림으로 8개소에 이르고 마을숲내 노거수 단목이 지정된 경

우가 2개소에 이르고 있다(문화재청, 2003).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2003년 문화재청의 현황 조사 후 문화재 지정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강원일보, 2003).

마을숲의 소실 가능성은 윤여창(2010)의 ‘마을숲의 소실에 영향하는 주

요인자와 각 요인의 한계영향 분석’에서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한 분석모형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Pr   


  



 ․ 


  



 ․

이항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는 마을숲의 소실여부이다. 독립변수는 마을숲의 자

연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제도 및 기타 요인의 특성이다. 독립변수를 마을숲

2) 2003년 문화재청에서는 자원관리 및 보존상태,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 토이 이용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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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특성, 위치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구조적 특성

으로 임지면적과 식생구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위치적 특성으로 지형과

인구 중심지와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선정.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마을숲의 기

능,관리조직, 토지이용제한, 개발압력을 독립변수로 선정. 분석에 필요한 독립변

수의 관측치는 문헌자료 분석과 항공사진 등의 지도 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으

로 수집하였다(윤여창, 2010).

표 5. 연구대상지

       위 치

소실 위험
내륙 해안가

높은 곳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송림  강릉시 회산동 회산임수

낮은 곳 춘천시 신동 심금솔숲 강릉시 초당동 송림

 

제 2 절 조사방법

설문문항에 대해 최종항목을 구축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숲 주민 30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응답들에 대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실시하였고 이 때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값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여러 문항으

로 질문하여 이러한 항목들이 유사한 값들을 갖는지 측정하는 방법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이다. 개별항목들과 다른 측정 항목들 간

의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특정 항목이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은 상이한 개념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전체

항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김은정·박양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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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 결과

1) 마을숲에 대한 태도 측정 방법

마을숲에 대한 태도 진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윤환(1994)의 자연환경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 중 숲과 관련된 항목과 마을숲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을 취합하여 총 12개의 항목을 취득하였다. 항목구축을 위한 사전조

사를 통하여 획득된 자료에서 다음의 7개의 항목이 최종 추출되었다(표

6-2).

표 6-1 .마을숲에 대한 태도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

항목
구 분 원설문지

신뢰도 분석

(1차)

신뢰도 분석

(2차)

태 도

제거 항목 수 0 3 2

제거 후 항목 수 12 9 7

Cronbach 알파 0.719 0.824 0.875

1차 제거 항목

<태도문항03. 마을숲은 위험한 곳이다.>

<태도문항04. 마을숲을 이용하는 것은 피곤하며 짜증이 난다.>

<태도문항06.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숲의 개발도 필요하다.>

2차 제거 항목

<태도문항05. 마을숲은 보호, 관리해야 한다.>

<태도문항10. 마을숲에서 보는 야생동물이 무섭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항목은 마을숲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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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마을숲에 대한 태도 (attitude)

No 측정 문항내용

A1 마을숲은 흥미 있는 곳이다.

A2 마을숲은 마을에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A3 마을숲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A4 주민들은 마을숲의 혜택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다.

A5 마을숲을 보면 그 곳에 가고 싶다.

A6 마을숲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곳이다.

A7 마을숲이 자랑스럽다.

2) 마을숲에 대한 주관적 판단력

개인의 행동 참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나타

내는 주관적 판단력에 대한 진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Halilton(1986)의 척

도 중 우리 마을숲의 정서와 맞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일반적인 진술을

취합하여 총 8 개의 항목을 취득하였다.

표 7-1. 주관적 판단력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 항목 구 분 원설문지
신뢰도 분석

(1차)

주관적

판단력

제거 항목 수 0 2

제거 후 항목 수 7 5

Cronbach 알파 0.593 0.897

1차 제거 항목

<주관적판단력 문항02. 내가 마을숲의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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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다 마을숲의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주관적판단력 문항04. 내가 만들어 내는 쓰레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

에 문제될 것이 없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주관적 판단력에 대한 항목은 <표 7-2>와 같다. 개

인수준의 행동 참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파

악하는 항목으로 이용된다. 또한 마을숲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추상적

으로 다가가는 항목(주관적판단력 문항07)을 추가적으로 삭제하였다.

마을숲의 관리를 위해 인근 국공·사립 수목원과의 협력에 대한 문항은

본 연구에서 독창적으로 구성한 항목이다.

표 7-2.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주관적 판단력 (locus of control)

No. 측정 문항내용

L1
내가마을숲의보전을위한활동에참여한다면현재보다마을숲의상태가많이좋아질

것이다.

L2
마을숲에서 내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면 마을숲의 환경은 더 쾌적할

것이다.

L3 마을숲을 보전하는 것은 주민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L4 마을숲 관리는 마을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L5 마을숲 관리를 위해 인근 국공·사립 수목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3)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하여 황영현(1996)의 책임감 척도 측

정 항목에서 5개의 항목을 취득하였으며, 항목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에

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항목은 다른 개인의 책임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피설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파악되어 본 조사에서 제외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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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신 미래세대에게 마을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대한 책임 항목

을 추가 하였다.

표 8-1 .마을숲에 대한 책임감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 항목 구 분 원설문지
신뢰도 분석

(1차)

책임감

제거 항목 수 0 1

제거 후 항목 수 6 5

Cronbach 알파 0.833 0.844

1차 제거 항목

<책임감문항03. 마을숲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

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항목은 <표 8-2>과 같다.

표 8-2.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responsibility)

No. 측정 문항내용

R1 마을숲의 피해는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R2
마을숲을 잘 가꾸어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마을숲을 경

험하도록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R3 마을숲에서 사라지는 동물이 많은 것도 나의 책임이다.

R4 마을숲을 보전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의무이다.

R5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마을숲의 중요성을 자식들에게 일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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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지식

마을숲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과 숲의

보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방안 및 정책과 전통지식에 대한 인지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구축하였다.

표 9.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지식(knowledge)

No. 항목

KA

마을숲에 대한 보전 및 이용 정책을 세우는 행정기관은 산림청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마을숲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맑은 공기의 공급은 마을숲의 기능이 아니다.

마을숲은 저절로 생겨났다.

KB

나는 식물을 이용한 민간요법을 알고 있다.

집안 어른 혹은 마을 어른들에게 물려 받은 나만의(또는 우리 마을만

의) 특정식물을 이용하는 전통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음식, 의례 등)

KC

우리 마을에는 동제가 있다.

우리 마을에는 마을숲을 관리하는 계 또는 조직이 있다.

나는 마을숲 관리 규약에 대하여 알고 있다.

 KA: 마을숲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KB:일반적 전통지식 , KC: 마을숲에 대한 전통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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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의도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하여 황영현(1996)의 의도 척도 측

정 항목에서 8개의 항목을 취득하였다.

표 10-1 .마을숲에 대한 의도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

항목
구 분 원설문지

신뢰도 분석

(1차)

신뢰도 분석

(2차)

의 도

제거 항목 수 0 2 1

제거 후 항목 수 7 5 4

Cronbach 알파 0.648 0.675 0.746

1차 제거 항목

<의도문항03. 출입이 금지된 기간에는 마을숲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의도문항05. 마을숲에 가지고 간 쓰레기는 되가져오겠다.>

2차 제거 항목

<의도문항04.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겠다.>

또한 마을숲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적은 개념의 항목을 추가로 삭제하였

다.

항목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4개의 항목이 구축되었다.

표 10-2.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의도 (intention)

No. 측정 문항내용

I1
마을숲에서 쓰레기를 발견 하였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다소 멀

다고 해도 주워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겠다.

I2 산책로 등 시설이 파괴된 것을 발견하면 관리주체에게 알려 주겠다.

I3 마을숲의 보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낼 용의가 있다.

I4 마을숲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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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참여 행동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참여에 대하여 황영현(1996)의 참여 척도 측정

항목과 정부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대한 참여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 5개

를 취득하였다.

표 11-1 .마을숲에 대한 참여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

항목
구 분 원설문지

신뢰도 분석

(1차)

신뢰도 분석

(2차)

참 여

행 동

제거 항목 수 0 1 1

제거 후 항목 수 5 4 3

Cronbach 알파 0.704 0.815 0.899

1차 제거 항목

<참여행동 문항04. 마을숲을 타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한다.>

2차 제거 항목

<참여행동 문항05. 마을주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숲을 이

용하기 위해 마을숲을 변형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항목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3개의 항목이 구축되었다.

마을숲의 관리를 위해 정부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은 본 연구에서 독창적으로 구성한 항목이다.

표 11-2.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참여 행동(participation behaviour)

No. 측정 문항내용

PB1 마을숲을 위해 마을숲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PB2 마을숲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PB3 정부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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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조사표의 구성

제 1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측정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

숲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마을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항목 7개, 주관적 판단력

에 관한 질문항목 5개, 보전을 위한 행동의도에 관한 질문항목 4개, 책임

감에 관한 질문항목 5개,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참여 행동 3개, 지식에 관

한 질문항목 9개, 그리고 개인적 사항(성별, 연령, 직업, 소득, 주소, 거주

기간, 태어난 곳) 등 총 42개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질문항목의 상세 내용은 부록1과 부록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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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마을숲 현황3)

1. 강원 춘천시 신동 심금솔숲

그림 5. 춘천시 신동 심금솔숲 모습

강원도 춘천시 신동 옻미마을에 위치한 심금솔숲은 마을공동 소유이며

면적은 약 29,700㎡이다.

① 위치

춘천시 신동 옻미(발음상 ‘올미마을’) 송림은 춘천시에서 춘천댐으로 약

4.5km를 가다가 우회전해서 남측으로 가다 보면 북측도로와 같은 방향

3) 대상지 현황 분석은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보고서(문화재청, 2003)’와

‘강원도 춘천, 홍천, 강릉지역의 마을숲 현황과 관리방안(김재성, 2008)’의 자료

와 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현황도는 네이버 맵을 활용하

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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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판을 가로지르는 긴 선형의 송림이다.

그림 6. 춘천시 신동 심금솔숲 현황도

② 주변현황

옻미마을 뒤편 즉 동쪽으로는 산들이 에워싸고 서측으로는 농경지와 의

암호에 접하고 있어서 하안과 들판을 따라 붙어오는 서풍이 센 지역이

다. 송림은 저지의 경작지를 가로지르는 낮은 구릉지 위에 긴 선형을 이

루고 수림 내로는 포장된 소로가 있다.

③ 역사 문화적 배경

송림은 약 120년 전에 기존 수림을 벌목한 후 방풍림을 새로 조성되었다

고 하며 소나무 외에도 참나무류와 오리나무가 많았으나 해방 직후에 약

400여주를 벌목하여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6.25이후에는 신동초등학교 건물을 지을 때 이 수림을 벌목하여 건축하

였고 그 이후로는 대규모의 벌목은 없어 예전의 수림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현재 수림 하층에는 약 13∼14년 전에 춘천시에서 지원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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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잣나무와 벚나무 후계목이 자라고 있다.

④ 역할과 기능

벌목 이전의 옻미 수림은 마을 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여

겨울철 차가운 바람이 심하게 불 때에도 마을 안에 일단 들어오면 포근

할 정도였는데 실제 이 마을에 살다가 수림이 없는 인근 마을로 이사 간

사람의 경우 신동보다 사는 곳이 더욱 춥다고 한다.

2. 생육현황 및 관리방안

구 분 내 용

주요 수종 소나무

기타 수종 상수리나무, 벚나무, 목련, 잣나무, 아카시나무

수 고 16∼20m

흉고직경 12∼67cm

수 관 폭 4∼8m

그림 7. 춘천시 신동 심금솔숲 주요 식생(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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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현황 및 문제점

마을숲 내 3∼4 개의 음식점이 위치해 차도와 주차장 확보로 인한 수림

지 훼손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문화재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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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송림

그림 8.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송림 모습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위치한 지내리 송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

으며 면적은 약 23,100㎡이다.

① 위치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송림은 춘천시에서 북동측의 동면으로 약 6km를

가서 동면을 지나 강변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500m 전방에 길 좌

측으로 연한 송림이다. 60∼70년 묵은 소나무들이 7천여 평에 빽빽이 들

어차고 옆으로 소양강을 끼고 있어 춘천시민들의 피서지로 많이 활용되

고 있다.



- 36 -

그림 9. 춘천시 지내리 송림 현황도

② 주변현황

지내리 송림은 북으로 강에 연하고 남으로는 논을 사이에 두고 산에 연

결되고 동서로는 트인 강 연안의 넓은 벌판 위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③ 역사 문화적 배경

지내리 지역은 본래 30여 호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던 마을이나 소양강댐

축조시 이 지역의 모래를 파서 운반해 댐을 만드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지내리 송림 동측의 경작지역에 과거에는 집과 경작지가 많았는데

이곳의 토사를 파기 위해 대부분 보상 후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재는 13

호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당시 지질을 검토해 모래와 자갈이 3:7이

되어야 토사를 채취했으나 송림의 인근지역은 토성분 비율이 적합하지

않아 남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10m

이상 깊이를 파게 됨으로 지상에 있었던 지내리 송림 동측 도로 건너편

의 구릉지에 있었던 송림과 강변을 따라 길게 선형을 이루고 있었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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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수림이 벌목되었다.

④ 역할과 기능

지내리 송림은 약 70년 전에 인근 산에서 뿌리채 캐다가 심어서 조성된

송림으로 지내리가 강 하안의 평지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모래 바람이 매

우 심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방품림이면서 동네 수구막이로

들판을 가로 질러 강 연안을 따라 조성되었다.

2. 생육현황 및 관리방안

구 분 내 용

주요 수종 소나무

기타 수종 뽕나무, 밤나무, 아카시나무, 가중나무

수 고 10∼15m

흉고직경 30∼60cm

수 관 폭 3∼5m

① 관리현황 및 문제점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여 마을숲 내 하층이 대부분 드러났으나 뿌리가

노출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유원지로 활용되어 단체 이용객에 의한

답압피해가 숲 내 전 지역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송림의 북편 도로변에

별도의 부지에 후계림이 조성되어 있다(문화재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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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송림내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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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 강릉시 초당동 송림

그림 11. 강릉시 초당동 송림 모습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초당동 송림은 국유지이며 면적은 약

94,050㎡이다.

① 위치

강릉시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지점의 외곽지역으로 강릉시 초

당동 송림은 경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측으로 가다 해변에서 약

500m 거리 서측으로 강릉고 교정과 강원도 교육공무원 연수원을 에워싸

듯 길게 분포하고 있다.

차도에서 접근하기는 용이하나 송림부지내에 강릉고등학고 및 강원도 교

육위원회 연수원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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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강릉시 초당동 송림 현황도

② 주변현황

초장에서 밥짓는 연기(草堂炊)와 강문앞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의 불빛

(江門魚化)이 경포팔경에 들어갈 정도로 초당마을은 유서 깊고 살기 좋

은 지역이다. 이 초당동은 동쪽으로 동해바다 서쪽은 포남동, 남쪽은 송

정동, 북쪽은 경포호를 경계로 경포동과 접하고 있어 송림은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마을 동측을 에워싸고 있다. 현재 송림의 동편으로는 농경지

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도로를 경계로 초당동 마을의 민가들이 오밀조

밀 모여 있고 지형상 사방이 평탄한 경작지에 접하여 송림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숲의 서측 초당동 마을 후면에 낮은 구릉지에도 송

림이 길게 마을의 서편과 북편을 병풍처럼 에워싸듯 분포하고 있어 송림

속의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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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강릉시 초당동 송림내 성황당 모습

③ 역사 문화적 배경

초당동은 당대의 유명한 여류시인인 난설헌 허초희가 태어난 고택이 있

어 도지정 문화재로 보전되어 있어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녀는

조선시대의 대문장인 초당 허엽의 딸이며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은 그녀의 남동생이다. 아버지 허협의 호 ‘초당’이 결국 이 마

을의 이름이 되었다. 한편 이 숲속에서는 조상이 만든 아름다운 문화유

산으로서 송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율곡의 호송설(護松設)을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다.

율곡의 ‘호송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임경당 김열은 정산

(강릉의 금산마을 뒷산) 아래에 살았다. 집 주위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늘이 수백 이랑이나 되었다. 김군(김열)이 이를 가리키며 나(율곡)에게

‘이는 선친께서 심으신 것으로 우리 형제가 이를 보며 어버이를 그리워

합니다. 세대가 멀어지면 베어질까 두려워 그대의 몇 마디를 얻어 가묘

의 벽에 걸어 자손에게 보이려 하오’. 나는 웃으며 ‘그대의 자손이 그대

의 뜻을 알아 백세후라도 뜻으로써 전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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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버이의 뜻을 명심하여 효제를 일으키면 선조의 하찮은 물건이라

도 소중히 간직하여 공경할 것이데, 하물며 손수 심으신 나무야 어떠하

겠소? 말로 가르침은 몸으로 가르침만 못 하고, 글로 전함은 뜻으로 전

함만 못하니 말이 어찌 보탬이 되겠소.’ 했다. ‘부친이 돌아가심에 그 서

책을 차마 읽지 못함은 손때가 묻었음이요. 모친이 돌아가심에 그 그릇

으로 차마 먹지 못함은 체취가 남았는데 하물며 소나무는 손수 재배했음

에랴. (중략) 선조의 고생과 노력이 한 세대를 기약하여야 가업을 이룸과

같이 소나무도 심은 지 수십 년이 지나야 큰 나무가 되는데 베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니 어찌 이것이 가업을 이루기는 어렵고 파괴는

쉬운 것과 같은 것이 아니리요.” (남규호, 1992:8)

④ 역할과 기능

초당동 송림은 해안을 통해 불어오는 강한 해풍으로부터 주거지와 정작

지를 방풍하고 동서에 대관령을 넘어 불어오는 북서풍으로부터 경작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의 앞과 뒤 경작지의 중간에 인공식재된 소나무

단순림으로 송전동까지 연결되어 2천여 그루가 넘는 소나무들이 성을 이

루어 영동 제일의 아름다운 풍치를 갖추고 전형적인 방품림을 이루고 있

다. 강한 해풍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포호와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오

가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강릉고 학생이나 교

육연수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2. 생육현황 및 관리방안

구 분 내 용

주요 수종 소나무

기타 수종 벚나무, 철쭉, 버드나무, 자작나무

수 고 18∼23m

흉고직경 20∼72cm

지하고 10m

① 관리현황 및 문제점

숲내 지반은 이용에 의해 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뿌리노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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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정도는 아니며, 보편적으로 수세는 건전하나 설해로 인한 초두부

피해목이 약간 발견되어 하층목은 없으나 초본층의 식피율은 약간 높은

편이고 숲의 보존을 위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보호하고 있

다. 강릉고등학교 내 송림 중앙을 관통하는 포장도로변 인접한 소나무는

지엽밀도가 작고 생육이 불량한 상태이다. 교육연수원의 경우 건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양을 수림지에 매립하여 일부분 복토가 이루어짐으

로써 송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문화재청, 2003).

그림 14. 강릉시 초당동 송림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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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 강릉시 회산동 회산임수

그림 15. 강릉시 회산동 회산임수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에 위치한 회산임수는 사유지이며 면적은 약

63,360㎡ 이다.

① 위치

강릉시 회산동은 회수출동백산(淮水出桐栢山)이란 말에서 따온 지명인

데, 중국 전한때 동중서(董仲舒)가 살던 곳이 회산(淮山)이어서 이곳이

중국의 회산과 같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남대천변 낮은 지대에 있어 외

부에서 숲의 전경이 잘 보이는 반면에 남대천을 건너 넓은 들을 관통하

는 좁은 농로를 따라 돌아 들어가게 되어 차량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

으며 송림간의 이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는 송림만이 아니라

분리된 송림 중간에 참나무류의 활엽수림이 있었으나 농경지나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현재와 같이 분리된 세 무더기의 송림이 남게 되었다. 회산

동 송림은 그 규모가 크고 생육상태도 양호하여 전형적인 강원도 송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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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6. 강릉시 회산동 회산임수 현황도

② 주변현황

강릉시의 남서편 외곽에 자리 잡은 회산마을의 입구에 우람한 소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송림 주변에는 농경지와 작은 개천이 흐르는 평탄지로서

그 주변에 남대천, 오래된 주택들, 경작지 등이 입지하여 농촌경관을 형

성하여 평상시 많은 사람들의 이용하지는 않지만 피서철에는 휴양객이

찾고 있다.

숲 내 진입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기도 하며 숲 내 땅은 점차 더 많은

곳이 휴식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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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강릉시 회산동 회산임수 모습

③ 역사 문화적 배경

회산 심씨의 집성마을로서 300여년전 선조들이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에도 이 소나무의 크기가 현재와 동일하였다고 전해 내려올 정도로 숲의

역사가 깊으며 90여 가구 300여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긴 숲과 남대천이 있는 곳으로 소나무 숲이 유명하고 냇물 흐르는 모습

이 아름다워 회산팔경 가운데 하나인 장림유수(長林流水)가 이곳을 말한

다.

회산임수는 마을의 번영과 농사의 풍년을 빌고 후손들이 번창을 기원하

며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서 1월과 10월에 동제가 행해지고

있다.

④ 역할과 기능

회산임수는 회산동 마을의 서북동측 남대천이 홍수로 인해 범람하여 발

생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송림이며 대관령을 넘어 불어오는 강한 서

풍을 막기 위한 송림이다. 숲 내 당산에서 매년 동제도 행해지는 등 다

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인공 식재된 후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송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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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외곽지대에 위치해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봄과 가을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는 유원지이며 사유림이다.

그림 18. 강릉시 회산동 회산임수 내부 모습

2. 생육현황 및 관리방안

구 분 내 용

주요 수종 소나무

기타 수종
밤나무, 굴참나무, 잣나무, 전나무, 가중나무,

자작나무, 아카시나무, 감나무, 산딸나무

수 고 18∼20m

흉고직경 30∼50cm

지하고 5∼10m

① 관리현황 및 문제점

하천과 마을앞 농경지의 중간에 위치하는 평탄지로서 토성은 사양토이

며 휴양객들의 답압과 자연적 침식으로 인하여 하층식생이 거의 파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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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조한 상태이다.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유기물이 많고 굴참나무 및

활엽수림의 하층식생의 침투가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의한 답압피해로 인해 뿌리가 노출된 부분이 출현

되고 있어서 흙덮기 및 비료주기 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문화재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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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검정 방법

마을숲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마을주민의 인식특성의 차이에 대한 검

정, 소실위험이 다른 마을숲에 대한 각각 지역주민들의 인식특성의 차이

는 T-검정을 통해 검정한다.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평균의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마을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마을숲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규명은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한다.

마을숲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마을숲 보전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마을숲 보전에 대한 의도가 마을숲 보전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정도는 회귀분석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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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조사대상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마을주민은 110명이며 응답자중 1명이 개인정보에 대하

여 응답하지 않아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109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응

답한 마을주민의 직업은 농업에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연령은 60대 이

상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2.1%로 가장 많

았다. 타지에서 태어나 이주해 온 주민이 76.1%로 비율이 높았지만 거주

기간은 30년을 초과하는 주민이 45.9%로 이주 후 오랫동안 정착한 주민

이 많았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분포와 저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이

많아 가구당 소득이 3,000만원 이하가 56.8%로 주를 이루었다. 내륙지역

과 해안지역별 특징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내륙의 주민이 남성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해안지역은 주부와 이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안지역 주민들 중 고소득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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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조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비 고

성별

남성 58 52.7

여성 52 47.3

계 110 100.0

연령

30대 이하 16 14.7

40대 ∼ 50대 35 32.1

60대 이상 58 53.2

계 109 100.0

직업

학생 3 2.8

직장인 21 19.3

자영업 19 17.4

농업 34 31.2

주부(기타) 32 29.4

계 109 100.0

출생지

현지 출생 26 23.9

타지에서 출생 83 76.1

계 109 100.0

교육수준

초졸 이하 25 22.9

중졸 19 17.4

고졸 28 25.7

대졸이상 35 32.1

기타 2 1.8

계 109 100.0

연소득

2,000만원 이하 48 44.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14 12.8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이하 10 9.2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14 12.8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8 7.3

6,000만원 초과 15 13.8

계 109 100.0

거주기간

5년 이하 18 16.5

5년 초과 10년 이하 13 11.9

10년 초과 20년 이하 15 13.8

20년 초과 30년 이하 13 11.9

30년 초과 50 45.9

계 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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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 위치와 마을숲에 대한 주민 인식

표 13-1.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인식과 지식 t-test 결과

변수명　 위치 N Mean S.D t-value p-value

A(종합)
내륙 43 3.93 0.63 -1.900 0.060

해안 67 4.16 0.59 　 　

A3
내륙 43 3.60 1.03 -2.486 0.015*

해안 67 4.06 0.78

A4
내륙 43 3.49 0.96 -2.220 0.028*

해안 67 3.91 0.98 　 　

A7
내륙 43 4.14 0.91 -2.216 0.029*

해안 66 4.48 0.71 　 　

L(종합)
내륙 43 3.83 0.70 .103 0.918

해안 67 3.81 0.61 　 　

R(종합)
내륙 43 3.50 0.66 -.615 0.540

해안 67 3.58 0.67 　 　

R3
내륙 43 2.81 0.85 -2.012 0.047*

해안 67 3.16 0.91 　 　

K(종합)
내륙 43 0.44 0.19 -1.772 0.079

해안 67 0.50 0.19 　 　

KB
내륙 43 0.19 0.31 -3.639 0.000*

해안 67 0.44 0.42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KB:일반적 전통지식)

본 연구는 마을숲에 대한 인식을 태도, 주관적 판단력, 책임감이라는 요

인으로 구분하였는데, 태도에 관한 종합점수의 유의확률이 0.060이고 주

관적 판단에 관한 종합점수의 유의확률이 0.918이며 책임감에 관한 종합

점수의 유의확률이 0.540이므로 마을숲의 위치가 내륙인지 해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마을숲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3 -

표 13-2.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의도, 참여 t-test 결과

변수명　 위치 N Mean S.D t p-value

I(종합)
내륙 43 3.40 0.76 -1.475 0.143

해안 67 3.60 0.66 　 　

PB(종합)
내륙 43 3.19 0.91 0.217 0.828

해안 67 3.16 0.74 　 　

PB01
내륙 43 3.35 1.31 2.603 0.011*

해안 67 2.73 1.05

PB03
내륙 43 2.77 1.17 -2.266 0.027*

해안 67 3.24 0.87

※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또한 마을숲에 대한 의도, 참여의 각 통합점수에 있어서도 내륙과 해안

마을숲 간 평균차가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하지 않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은 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매개변수로 선정된 몇몇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태

도의 세부적인 항목에서 태도3, 태도4, 태도7에서의 평균차가 모두 음(-)

의 값을 갖고 있고 유의확률이 0.05이하이므로 해안가 마을숲 주민들의

태도점수가 내륙 마을숲 주민들의 태도점수보다 높고 이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3, 지식B, 보전참

여3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안가 마을숲 주민들의 태도점수가 내륙 마을숲

주민들의 태도점수보다 높고 이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참여1의 경우에는 평균차가 0.617

이므로 이는 내륙 마을숲 주민들의 보전참여01 점수가 해안가 마을숲 주

민들의 보전참여01 점수보다 0.617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확률이

0.007이므로 이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안지역 마을숲이 갖는 방풍 등의 생태계 서비스기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역 마을숲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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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숲 소실위험 수준과 주민 인식

표 14-1. 소실위험(낮음-높음)에 따른 t-test 결과

　 소실위험 N Mean S.D. t　 p-value　

A(종합)
높음 45 3.94 0.69 -1.853 0.067

낮음 65 4.16 0.55

A5
높음 45 3.69 1.06 -2.108 0.038*

낮음 65 4.08 0.76 　 　

A6
높음 45 3.84 1.13 -2.774 0.007*

낮음 65 4.35 0.60

L(종합)
높음 45 3.72 0.74 -1.365 0.175

낮음 65 3.89 0.56

R(종합)
높음 45 3.38 0.80 -2.101 0.039*

낮음 65 3.67 0.52 　 　

R4
높음 45 3.53 1.08 -2.289 0.025*

낮음 65 3.95 0.72 　 　

K(종합)
높음 45 0.45 0.18 -1.063 0.290

낮음 65 0.49 0.20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표 1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의

도와 책임감이며, 마을숲의 소실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건전한 행동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건전3이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2.86)이 높은 마을(3.3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실위험에 따른 두 번째 가

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전반적으로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주민들의

인식이 높지만 오히려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의 주민들이 현 마을숲 상태

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정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릉 초당동 마을숲의 경우 마을숲은 국가소유라는 인식이 강하여 개인

단위 혹은 마을단위에서의 보전활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적인 의견을 보였다. 향후 진행될 계획에서도 마을숲의 부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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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학교 건설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표 14-2. 소실위험에 따른 t-test 결과

　 소실위험 N Mean S.D. t　 p-value　

I(종합)
높음 45 3.34 0.78 -2.192 0.031*

낮음 65 3.64 0.63

I1
높음 45 3.73 0.89 -3.346 0.001*

낮음 65 4.28 0.80 　 　

I3
높음 45 2.98 1.20 -2.069 0.042*

낮음 65 3.42 0.92 　 　

PB(종합)
높음 45 3.24 0.82 0.690 0.492

낮음 65 3.13 0.81 　 　

PB3
높음 45 3.33 0.88 2.436 0.017*

낮음 65 2.86 1.07

※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마을숲의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박미호

(2007)는 정부 주도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일

방적 정책수단들은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겠지만

소실위험이 높은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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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마을숲에 대한 인식

1) 성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주관적 판단력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의지나 책임의식, 현재 참여수준 등 전반적

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책임의식과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 성별(남자-여자)에 따른 t-test 결과

　 성별 N Mean S.D. t　 p-value　

A(종합)
남성 58 4.19 0.49 2.175 0.032*

여성 52 3.94 0.71

A1
남성 58 4.26 0.71 2.298 0.023*

여성 52 3.88 0.98 　 　

A5
남성 58 4.10 0.72 2.253 0.027*

여성 52 3.71 1.05

L(종합)
남성 58 3.91 0.67 1.570 0.119

여성 52 3.72 0.60 　 　

R(종합)
남성 58 3.67 0.69 2.004 0.048*

여성 52 3.42 0.60 　 　

R1
남성 58 3.48 1.03 3.139 0.002*

여성 52 2.87 1.03 　 　

K(통합)
남성 58 0.52 0.17 2.559 0.012*

여성 52 0.43 0.20 　 　

KA
남성 58 0.66 0.25 2.915 0.004*

여성 52 0.51 0.25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이는 농·어촌의 특성 상, 여성이 가사와 생계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이

청년회 등을 통해 마을일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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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성별(남자-여자)에 따른 t-test 결과

　 성별 N Mean S.D. t　 p-value　

I(종합)
남성 58 3.65 0.68 2.050 0.043*

여성 52 3.38 0.71 　 　

I2
남성 58 4.19 0.71 2.994 0.004*

여성 52 3.65 1.10

PB(종합)
남성 58 3.40 0.79 3.271 0.001*

여성 52 2.92 0.77 　 　

PB1
남성 58 3.29 1.20 3.091 0.003*

여성 52 2.62 1.09 　 　

PB2
남성 58 3.72 1.01 2.674 0.009*

여성 52 3.23 0.92 　 　

※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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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지

표 16. 출생지(현지출생-이주민)에 따른 t-test 결과

구분 N Mean S.D. t p-value

A(종합)
현지출생 26 4.07 0.64 -0.066 0.947

이주민 83 4.08 0.62 　 　

L(종합)
현지출생 26 3.75 0.57 -0.669 0.505

이주민 83 3.84 0.67 　 　

I(종합)
현지출생 26 3.50 0.58 -0.151 0.880

이주민 83 3.52 0.75 　 　

R(종합)
현지출생 26 3.48 0.65 -0.610 0.543

이주민 83 3.58 0.67 　 　

PB(종합)
현지출생 26 3.10 0.85 -0.536 0.593

이주민 83 3.20 0.80 　 　

K(종합)
현지출생 26 0.50 0.17 0.516 0.607

이주민 83 0.47 0.20 　 　

KB
현지출생 26 0.48 0.44 2.022 0.046*

이주민 83 0.30 0.38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출생지별로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적인 전통지식만이 마을에서 출

생(0.48)한 주민이 타지에서 출생(0.3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타지에서 이주해 왔지만 거주기간이 긴 주민이 많아 인식의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동제의 유무, 마을숲 관리 조직과 규약에

대한 이해는 현지에서 태어난 주민들의 평균이 외지로부터 유입된 주민

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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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표 17. 직업에 따른 응답의 ANOVA 결과

구분 항목명 F-value 유의확률 학생 직장인 자영업 농업
주부

,기타

태도
A(종합) 1.553 0.192 3.81 4.10 4.32 4.10 3.91

A6 2.971 0.023* 4.33 4.33 4.63 3.97 3.88

주관

L(종합) 5.579 0.000* 4.13 3.98 4.25 3.76 3.49

L1 2.875 0.026* 4.33 4.10 4.21 3.76 3.50

L3 2.943 0.024* 4.00 4.10 4.32 4.03 3.56

L4 4.404 0.002* 3.67 3.10 3.89 3.88 3.06

L5 5.238 0.001* 4.00 4.33 4.37 3.26 3.44

의도
I(종합) 1.203 0.314 3.50 3.58 3.76 3.52 3.33

I2 2.707 0.034* 4.00 3.86 4.21 4.21 3.53

책임

R(종합) 2.806 0.029* 3.67 3.76 3.84 3.49 3.31

R1 2.752 0.032* 3.67 3.43 3.74 3.00 2.88

R5 1.386 0.244 3.67 4.14 4.16 4.00 3.78

참여
PB(종합) 2.001 0.100 3.22 3.21 3.35 3.36 2.85

PB2 2.940 0.024* 3.67 3.57 3.58 3.82 3.03

지식

K(종합) 2.519 0.046* 0.25 0.42 0.50 0.53 0.47

KA 3.238 0.015* 0.33 0.57 0.71 0.64 0.50

KC 6.512 0.000* 0.00 0.14 0.32 0.56 0.45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직업에 따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관

적 판단력, 책임감과 지식이었다. 주관적 판단력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나

의 매개변수 항목을 제외하고 4개의 매개변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체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식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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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표 18. 학력에 따른 응답의 ANOVA 결과

구분 항목명 F-value 유의확률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기타

태도 A(종합) 0.579 0.679 3.99 4.02 4.11 4.16 3.64

주관
L(종합) 1.716 0.152 3.71 3.55 3.99 3.90 4.00

L5 3.851 0.006* 3.44 3.00 4.04 4.06 4.50

의도 I(종합) 0.483 0.748 3.48 3.38 3.58 3.54 4.00

책임
R(종합) 1.937 0.110 3.42 3.29 3.65 3.67 4.20

R1 2.799 0.030* 2.96 2.63 3.43 3.43 4.00

건전 PB(종합) 0.227 0.923 3.07 3.23 3.26 3.17 3.00

지식
K(종합) 0.433 0.785 0.52 0.47 0.48 0.46 0.44

KC 4.245 0.003* 0.58 0.50 0.32 0.27 0.00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학력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세부 매개변수항목별로 보면 주관적 판단력5, 책임감1, 마을숲에

관한 전통지식KC 항목에 있어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책임1에서

는 중졸(2.63)은 고졸, 대졸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식C

에서 중졸이하가 고졸이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

다. 위 3개의 결과의 공통점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띄었으나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초졸 이하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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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표 19. 소득에 따른 응답의 ANOVA 결과

구분 항목명 F-value 유의확률

2천

이

하

2천

초과

3천

이하

3천

초과

4천

이하

4천

초과

5천

이하

5천

초과

6천

이하

6천

초

과

태도 A(종합) 0.684 0.637 4.02 4.04 3.91 4.31 4.07 4.17

주관

L(종합) 2.965 0.015* 3.64 3.66 3.88 3.93 4.20 4.21

L1 2.729 0.023* 3.54 3.93 4.00 3.93 4.13 4.40

L2 3.525 0.006* 3.73 4.21 4.00 4.50 4.50 4.53

L5 4.143 0.002* 3.27 3.64 3.80 4.14 4.38 4.53

의도
I(종합) 2.308 0.050* 3.50 3.07 3.53 3.73 3.38 3.87

I2 2.314 0.049* 4.10 3.21 3.80 4.07 3.75 4.13

책임

R(종합) 3.459 0.006* 3.53 3.01 3.50 3.77 3.63 3.92

R1 3.123 0.012* 3.04 2.50 3.20 3.64 3.38 3.80

R3 3.662 0.004* 2.96 2.29 3.10 3.36 3.13 3.53

참여 PB(종합) 1.072 0.380 3.03 3.10 3.30 3.19 3.38 3.53

지식

K(종합) 1.363 0.244 0.49 0.39 0.46 0.50 0.39 0.54

KB 2.623 0.028* 0.29 0.25 0.40 0.39 0.13 0.63

KC 3.977 0.002* 0.54 0.25 0.40 0.32 0.13 0.23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주관적 판단력, 의도, 책임감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주관적

판단력이 높은 편이며, 마을숲에 대한 보전의도 및 책임감도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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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령

표 20. 연령에 따른 응답의 ANOVA 결과

구분 항목명 F-value 유의확률 30대이하 4~50대 60대이상

태도 A(종합) 0.251 0.778 3.97 4.10 4.08

주관

L(종합) 4.981 0.009* 3.93 4.06 3.65

L1 5.475 0.005* 3.81 4.23 3.62

L2 3.251 0.043* 4.25 4.34 3.88

L5 10.224 0.000* 4.06 4.31 3.29

의도
I(종합) 3.930 0.023* 3.13 3.71 3.51

I2 3.500 0.034* 3.38 3.97 4.07

책임

R(종합) 3.407 0.037* 3.49 3.79 3.43

R1 6.022 0.003* 3.06 3.69 2.93

R3 4.455 0.014* 3.06 3.37 2.81

참여 PB(종합) 1.094 0.339 2.98 3.32 3.14

지식
K(종합) 3.560 0.032* 0.38 0.46 0.52

KC 17.463 0.000* 0.16 0.21 0.56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지역주민의 연령대에 따라 태도, 주관적 판단력, 책임감 및 지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숲 보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도

는 4∼50대 연령에서 적극성을 보였으며, 마을숲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서도 4∼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마을숲에 대한

지식이나 전통 지식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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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주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주관적 판단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마을

숲의 보전을 위해 수목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의 ANOVA 결과

구분 항목명 F-value 유의확률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초과

태도

A(종합) 0.843 0.501 3.89 4.29 4.14 4.10 4.06

A7 3.345 0.013* 3.83 4.46 4.47 4.08 4.55

주관

L(종합) 3.141 0.018* 3.89 4.05 4.20 3.82 3.62

L5 6.281 0.000* 4.22 4.08 4.53 3.85 3.20

의도 I(종합) 1.127 0.348 3.31 3.60 3.75 3.33 3.56

책임 R(종합) 1.979 0.103 3.57 3.65 3.93 3.31 3.48

참여 PB(종합) 0.483 0.748 3.15 3.26 3.42 3.15 3.10

지식

K(종합) 2.138 0.081 0.42 0.48 0.50 0.38 0.52

KC 5.874 0.000* 0.19 0.38 0.27 0.19 0.55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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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의 마을숲 보전사업 참여의도

마을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태도, 주관적 판단력, 책임감, 지식이 마을숲

보전에 대한 주민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stepwise법에 의한 회귀분석으로 3가지 모형을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판단력만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이 모형의 분산설명력은 54.0%이므로

다른 요소가 주민의 마을숲 보전의도에 영항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태도의 주관적 판단력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역 주민의

태도가 주관적 판단력에 비해 3배 이상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 모형에서 책임감과 주관적 판단력, 일반적 전통지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마을숲 보전의도에 대한 분산설명력은 56.7%로

나타났다. 태도, 주관적 판단력, 책임감, 지식의 세부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세 번째 모형에서는 책임감01, 책임

감02, 책임감03, 주관적 판단력04, 일반적 전통지식이 독립변인으로 의도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분산설명력은

5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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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마을숲 보전사업 참여의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stepwise법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SE t p-value

모형1

(상수) 0.446 0.296 1.507 0.135

A(종합) 0.642 0.088 7.273 0.000

L(종합) 0.208 0.091 2.281 0.025

모형2

(상수) 0.340 0.291 1.168 0.245

R(종합) 0.616 0.087 7.110 0.000

L(종합) 0.233 0.089 2.614 0.010

KB 0.291 0.113 2.570 0.012

모형3

(상수) 0.972 0.221 4.402 0.000

R1 0.197 0.051 3.874 0.000

R2 0.206 0.056 3.685 0.000

R3 0.180 0.060 2.990 0.003

L4 0.143 0.045 3.154 0.002

KB 0.276 0.114 2.421 0.017

모형1 R2=,540, Adj R2=.531, F=62.790(p=.000)

모형2 R2=.567, Adj R
2
=.555, F=46.253(p=.000)

모형3 R2=.594, Adj R
2
=.574, F=30.154(p=.000)

※ A:태도, L:주관적판단력, R:책임감, K:지식 I:마을숲에 대한 의도, PB:마을숲

에 대한 보전 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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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주민의 보전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23. 의도가 마을주민들의 보전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SE t p-value

모형1
(상수) .951 .333 2.858 .005

I(통합) .631 .093 6.803 .000

모형2

(상수) 1.273 .269 4.734 .000

I1 .455 .057 7.938 .000

I3 .154 .064 2.414 .017

모형1 R2=,300, Adj R
2
=.293, F=46.274(p=.000)

모형2 R2=.440, Adj R2=.429, F=42.007(p=.000)

참여의도가 건전한 행동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의도1(마을숲에서 쓰레기를 발견 하였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다소 멀다고 해도 주워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겠다.), 의도3(마을

숲의 보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낼 용의가 있다.)의 요인이 그러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을숲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또는 금전적 기부에

참여할 의도가 있을 경우, 마을숲 보전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에 들어서 주변의 토지이용의 변화와 더불어 마을

숲도 최초의 본래적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최근 전통생태학적 자

원으로 인식되기 보단 물질적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가 많지만 마을숲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림과 도심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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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 결

1. 지리적 위치와 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

내륙지역 주민보다 해안지역 주민이 마을숲으로부터 방풍과 같은 혜택

을 더 입고 있으므로 마을숲 보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숲의 풍수지리적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내륙지역의 경우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해안지역이 관광지가 많으므로, 타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바 내륙지역 주민이 해안지역보다 많은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점

은 역설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숲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록 마

을숲 관리에 더욱 많이 참여한다는 Dolisca 등(2006)의 연구결과와는 다

른 결과이다. 강릉시 초당당의 경우 마을숲내에 초당두부마을이 형성되

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고 인근 경포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또한 마을숲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당

두부마을에서 식당등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우 마을숲의 혜택

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마을숲으로

부터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보는 주민들이 마을숲의 보전에 덜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숲의 소유권을 마을공

동체가 갖지 못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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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실 위험과 마을숲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전반적으로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주민들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이 높지

만 오히려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의 주민들이 현 마을숲 상태에 대해 정

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정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릉 초당동 마을숲의 경우 마을숲은 국가소유라는 인식이 강하여 개인

단위 혹은 마을단위에서의 보전활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적인 의견을 보였다. 향후 진행될 계획에서도 마을숲의 부지를 이용하여

지역의 학교 건설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마을숲의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박미호

(2007)는 정부 주도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일

방적 정책수단들은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

만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3.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마을숲에 대한 인식

농·어촌의 특성 상, 여성이 가사와 생계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이 청년

회 등을 통해 마을일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인식

이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이 낮은 여성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숲유치원이나 유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참여 유도가 대

안이 될 수 있다.

출생에 따라 마을숲 보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유는 어린나이에 외지에서 시집 온 여성들은 고향보다 마을에서 살아온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마을숲의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외지인들도 토착

주민 못지않게 마을숲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출신

지는 마을숲 보전사업 참여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윤여창 외(2013)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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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릉시의 회산동은 회산 심씨의 집성촌으로 이주민에 대한 텃세가

존재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마을숲이 회산 심씨의 소유이기

때문에 텃세에 대한 반감으로 마을숲에 애착을 줄 수 없다는 소수 의견

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타 직업군에 비해 주민들의 인식이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초당동 마을숲의 구체적 사례처럼 마을숲 인근에 조성

된 먹거리 타운처럼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

식에서 전통지식의 보유수준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농업분야가 지속적으로

전통지식이 축적된 결과라 판단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마을숲 관리를 위해 인근 국공·사립 수목원과 같은 전

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문기관이 지니고 있

는 전문성과 마을숲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등의 연관성에 대한 이

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

고 전문기관의 참여도 원했고 책임감도 강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을수록

전통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주민일수록 마을숲의 보전을 위해 수목

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유지에 대

한 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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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숲 보전사업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을숲을 바라보는 인식 변수 모두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설정한 행동모델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다. 특히 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책임감은 마을숲의 관리와 보존이 우리

의 문제 이전에 나의 책임이라는 강한 책임의식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참여의도와 가장 밀접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마을숲 관리 주체가 마을자

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체의식 또한 참여의도에 관련이 있다. 일반적 전

통지식처럼, 살아오면서 자연친화적인 전통방법론을 습득한 경험을 보유

할수록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을주민들의 보전 의식과 보전사업 참여 가능성

마을숲 주민들의 참여의사는 현재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간단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활동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정책일지라도 주민들의 생활과 동떨어 진다면 외면 받

을 가능성이 있다. 마을숲의 혜택을 많을수록 수시로 모니터링과 소소한

관리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적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공서나

정책수립 주체는 마을주민들의 모니터링하고 숲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숲 관리에 대한 투자나 기부의

도 또한 보전사업 참여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마을숲의 관리

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 투자와 기부외에 외부의 투자를 유치해오는 노력

까지 병행된다면 주민의 참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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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생활권 녹색공간의 원형인 마을숲의 효과적인 조성, 관리, 이

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가 되는 마을숲 보전에 참여할 가능성

에 영향을 주는 마을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마을숲의 위치가 내륙인지 해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마을숲에 대한 주

민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통계

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강원도 해안지역 주민이 내

륙지역에 비해 마을숲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내

륙지역 주민보다 해안지역 주민이 인식이 강한 점은 최근 해안지역이 관

광지로 많이 이용되며,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생각 된다.

소실위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이 높은 마을보다

마을숲에 대한 의도와 책임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을주민의 책임의식 등 마을숲에 대한 인식이 마을숲 보전에 중요

한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 전반적으로 소실위험이 낮은 마을주민들의 인식이 높지

만 소실위험이 높은 마을의 주민들이 현 마을숲 상태에 대해 정부적 차

원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 지식, 보전의

도 등 인식과 건전한 행동에 대한 관계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판단력을

제외한 모든 인식항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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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특성 상, 여성이 가사와 생계에 집중하는 반

면, 남성이 청년회 등을 통해 마을일 등에 참여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출생지별로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인식의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현지에

서 태어난 주민들의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에 대한 평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타 직업군에 비해 주

관적 판단력, 책임감,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 전통

지식에 대한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마을숲 관리를 위해 인근 수목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

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문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마을숲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등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

가 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초졸 이하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이 많을수록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고 전

문기관의 참여도 원했고 책임감도 강했다. 마을숲 보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도는 4∼50대 연령에서 적극성을 보였으며, 마을숲에 대한 책임

감에 대해서도 4∼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마을숲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

었지만 주관적 판단력만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 지식, 보전의도 및 건전한 행동에 대한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많은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성

별, 연령, 직업, 소득, 거주기간 등의 순이다. 마을숲 보전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들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마을숲 주민들의 인식과 지식이 마을숲 보전사업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책임감과 주관적판

단력이 참여의도에 중요한 영향요소이며 책임감이 3배 이상 더 크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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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며 부분적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마을숲의 관리와 보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크며 마을숲 관리 주

체 또한 마을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식도 참여의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요법과 같은 전통적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경험도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의도 또한 건전한 행동에 매우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마

을숲의 보전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금전적 기부의사까지 있을

경우 건전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교

육은 보전 참여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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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그동안 마을숲에 생태적 분석과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된 복원사업과 정

책들은 마을숲의 이용주체인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위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림

기본계획에서 밝힌바와 같이 세대간, 도농간 소통의 장소로 활용 되는

생활권 마을숲 조성을 위해 산림문화 및 녹색쉼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

다. 휴양 휴식을 위한 공간과 마을숲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특성으로 인한 인식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지만 마을숲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면 마을숲의 보전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거 문화재청이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보전이 잘되어 있는 마을숲의 주민들과도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

려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숲의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전문기관인 수목원, 식물원의 마을숲의 보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방안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관광, 체험,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을 고려하여 조성시 식재계획과 공간구성이 함께 이루어 저야 할 것이

다.

마을숲의 적극적 이용과 마을주민들과 소유권 주체간의 합의를 통한 마

을숲의 관리, 관공서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관공서의 적극적 노력

등은 마을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마을숲의 건전함을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이

끌어 내는 것은 정부의 도시림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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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제안

본 연구는 마을숲의 효과적인 조성, 관리, 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도시녹화운동’의 전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주민의 인식 분석을 시

도하였다. 지리적 특성과 소실위험에 대한 차이 측정은 향후 강원도 춘

천과 강릉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

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신뢰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연구와 조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이해가 결여된 조

사와 그에 뒤따른 정부기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경험한 마을숲 주민들

은 초반에 연구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고 설득하는데 많

은 노력이 요구 되었다. 학문적 연구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

한 사전 조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마

을숲 주민들과 마을대표 그리고 연구자간의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기관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마을숲에 관한 결과물

들이 마을숲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재가공 및 배포

하는 것도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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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1

항목구축 위한 사전 설문 항목

다음은 마을숲에 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에 관한 문항>

1. 마을숲은 재미있는 곳이다.

2. 마을숲은 아름다움을 제공해 준다.

3. 마을숲은 위험한 곳이다.

4. 마을숲을 이용하는 것은 피곤하며 짜증이 난다.

5. 마을숲은 보호, 관리해야 한다.

6.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숲의 개발도 필요하다.

7. 마을숲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8. 주민들은 마을숲의 혜택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다.

9. 마을숲을 보면 그 곳에 가고 싶다.

10. 마을숲에서 보는 야생동물이 무섭다.

11. 마을숲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곳이다.

12. 마을숲에는 유해한 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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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판단력에 관한 문항>

1. 내가 캔이나 폐휴지 재활용에 참여하는 것은 마을숲을 보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2. 내가 마을숲의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현재 보다 마을숲의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3. 많은 주민들이 마을숲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숲을 위한 나의

행동은 마을숲의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내가 만들어 내는 쓰레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5. 마을숲에서 내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면 마을숲의 환경은 더

쾌적할 것이다.

6. 나 하나로 인해 마을숲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7. 마을숲의 소실과 보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8. 마을숲을 보전하는 것은 주민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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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관한 문항>

1. 마을숲에서 쓰레기를 발견 하였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다소

멀다고 해도 주워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겠다.

2. 산책로 등 시설이 파괴된 것을 발견하면 관리주체에게 알려 주겠다.

3. 출입이 금지된 기간에는 마을숲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4.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겠다.

5. 마을숲에 가지고 간 쓰레기는 되가져오겠다.

6. 마을숲에서 자라는 예쁜 꽃이나 나무를 보면 꺾어서 가지고 싶다.

7. 마을숲에 내가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다.

8. 마을숲의 보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낼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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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에 관한 문항>

1. 마을숲의 파괴는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2. 마을숲을 잘 가꾸어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마을숲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3. 마을숲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4. 마을숲에서 사라지는 동물이 많은 것도 나의 책임이다.

<참여에 대한 항목>

1. 마을숲을 위해 마을숲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보전활동 : 외과적 시술, 제초작업, 쓰레기치우기 및 청소, 고사목

제거, 관리비 지원

2. 마을숲 관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3. 정부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있다.

4. 마을숲을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5. 마을주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숲을 이용하기 위해 마

을숲을 변형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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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관한 항목>

다음은 숲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진술입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O표를, 틀

리다고 생각하시면 X표를, 잘 모르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숲에 대한 보전 및 이용 정책을 세우는 행정기관은 산림청이다.

( )

2. 우리의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마을숲을 보전하는 방법이

다.

( )

3. 맑은 공기의 공급은 마을숲의 기능이 아니다.

( )

4. 마을숲은 저절로 생겨났다.

( )

5. 침엽수와 활엽수는 잎을 보고 나무를 구별하는 것이다.

( )

6. 마을숲은 마을의 미기후 조절과는 관련이 없다.

(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4. 귀하가 현재 마을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5. 귀하의 주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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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마을숲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윤여창 교수님의 지도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주민들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조사

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앞으로 쾌적하고 마을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

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연 구 자 : 노 회 은>

□ 태도
1. 마을숲은 흥미 있는 곳이다.

2. 마을숲은 마을에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3. 마을숲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4. 주민들은 마을숲의 혜택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다.

5. 마을숲을 보면 그 곳에 가고 싶다.

6. 마을숲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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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숲이 자랑스럽다.
□ 주관적 판단력

1. 내가 마을숲의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현재 보다 마을숲의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2. 마을숲에서 내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면 마을숲의 환경은 더 쾌
적할 것이다.

3. 마을숲을 보전하는 것은 주민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4. 마을숲 관리는 마을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5. 마을숲 관리를 위해 인근 국공/사립 수목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 의도
1. 마을숲에서 쓰레기를 발견 하였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다소 멀다

고 해도 주워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겠다.

2. 산책로 등 시설이 파괴된 것을 발견하면 관리주체에게 알려 주겠다.

3. 마을숲의 보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낼 용의가 있다.

4. 마을숲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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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
1. 마을숲의 피해는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2. 마을숲을 잘 가꾸어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마을숲을 경험
하도록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3. 마을숲에서 사라지는 동물이 많은 것도 나의 책임이다.

4. 마을숲을 보전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의무이다.

5.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마을숲의 중요성을 자식들에게 일러 줄 것
이다. 

    

□ 마을숲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참여
1. 마을숲을 위해 마을숲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보전활동 : 외과적 시술, 제초작업, 쓰레기치우기 및 청소, 고사목 제거, 
관리비 지원

2. 마을숲 관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3. 정부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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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마을숲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진술입니다.

1. 마을숲에 대한 보전 및 이용 정책을 세우는 행정기관은 산림청이다.
(1) 예. 산림청이 맞습니다. (2) 아니오. 산림청이 아닙니다. (3) 모르겠습니
다.

2. 우리의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마을숲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1) 예.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2) 아니오. 보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3) 
모르겠습니다.

3. 맑은 공기의 공급은 마을숲의 기능이 아니다.
(1) 예. 마을숲의 기능입니다. (2) 아니오 마을숲의 기능이 아닙니다. (3) 모
르겠습니다.

4. 마을숲은 저절로 생겨났다.
   (1) 예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2) 아니오. 인공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3) 
모르겠습니다.
   
   5. 나는 식물을 이용한 민간요법을 알고 있다.
   (1) 네 알고 있습니다.      (2) 아니오 모릅니다.
   
   6. 우리 마을에는 동제가 있다. 
   (1) 동제가 있습니다. (2) 동제가 없습니다. (3)모릅니다. 
   
   7. 우리 마을에는 마을숲을 관리하는 계 또는 조직이 있다.
   (1) 계 또는 조직이 있습니다. (2)계 또는 조직이 없습니다. (3) 모릅니다.
   
   8. (계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나는 마을숲 관리 규약에 대하여 알고 있다.
   (1)규약을 알고 있습니다. (2) 규약을 모릅니다.
   
   9. 집안 어른 혹은 마을 어른들에게 물려 받은 나만의(또는 우리 마을만의) 
특정 식물을 이용하는 전통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음식, 술, 의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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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알고 있습니다. (2) 모릅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학생   2)직장인    3)자영업     4)농업    5)어업     6)기타 (주부, 무
직 등)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5)기타   (          )

5. 귀하의 현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까? 
1)예                  2)아니오

***‘아니오’로 답했을 경우 기재하여 주세요.***
5-1. 이 마을에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5-2. 이사 오기 전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1)농촌 2)산촌 3)어촌 4)도시  5)기타  (도시 및 지방명 :                  )

6. 귀하의 현재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7. 마을에 거주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               )년
8. 귀하 가족의 연소득은 다음의 범주중 어느 범위에 속하십니까?
1)2000만원 이하 2)2,000만원 ~ 3,000만원  3)3,000만원 ~ 4,000만원 
4)4,000 ~ 5,000만원 5)5,000만원 ~ 6,000만원  6)6,000만원 이상
    
조사자 : 조사일시 : 2013년 월 일 조사장소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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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llagers' Perceptions on Village Woodlands

and Villagers' Participation in

Conservation of Village Woodlands

- Cases of four villages in Chuncheon and

Gangneung, Gangwon-do -

Noh Hoieun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regarding to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village woodland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llagers' participation willingness 

in projects of village woodlands conservation and their perception on 

the environment. In this study,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location 

and loss possibility of village woodlands, socioeconomic factors of 

villagers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villagers' participation 

perception on the conservation of village woodlands. Villages with 

traditional village woodlands in Yeongseo and Yeongdong regions, 

Gangwon Province were selected as cases for this study. The 110 

villagers in four villages were surveyed by the one-to-one interview.



- 92 -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village's location, specifically whether is 

located in inland or seaside, has little relationship with the villagers' 

recognition on the village woodland. Generally, residents who have 

lived in seaside showed higher interests on the village woodlands than 

inland resid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ss risk of village 

woodlands and the villagers' perception for village woodlands, 

villagers with low loss risk of village woodland showed the higher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for the conservation activity of village 

woodlands than villagers with high loss risk. The sex, age, 

occupation, income, and residence period have a statistically relevant 

influence on perception and knowledge on village woodlands, 

conservation intension, and degree of participation of villagers in the 

conservation project of village woodland. On the other hand, it was 

revealed that the responsibility and subjective judgment for the village 

woodland have affected to the intension of villagers's participation in 

the conservation project of village woodlands. In addition, their 

participation intension has an influence on their participation behavior.

Therefore,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villager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woodlands conservation policy. 

Keywords: Village Woodlands, Villagers, Perception, Participation Intension,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Conservation Activity, Gangwon-do

Student Number : 2004-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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