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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효과적인 산림정책 집행에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참여는 중요하다. 

정부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신뢰는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유림 관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산림청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청의 협력적 국유림 관리 

시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명제 하에 연구를 시작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그 동안 시행해 온 협력적 국유림관리 시책이 

국유림 인근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데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평창군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있는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인식 과 신뢰를 

측정하였다. 네 개의 마을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가지고 주민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통하여 주민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주민들 사이에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하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산림청에 대한 인식(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정책 성과),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여부, 가구소득, 산림관련 소득유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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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인식(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가구소득, 산림관련 소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청에 대한 인식(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이 가구소득이나 산림관련 소득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협력적 산림관리, 정부신뢰, 국유림, 지역주민, 참여, 신뢰 

학   번:  2015-2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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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산림청은 국유림 관리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유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성미경 등, 2010; 산림청, 2016)산림청의 국유림 

보호 의무와 국민의 국유림 이용 욕구가 충돌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산촌의 소득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산림을 관리하는 협력적 산림 관리가 제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산림을 관리하는 

협력적 산림 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산림청도 지역주민과 함께 국유림을 

관리하는 협력적 산림 관리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협력적 국유림 

관리 시책의 한 예로는 국유림 보호 협약이 있다. 산림청은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 협약을 맺고, 국유림 보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국유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한 대가로 임산물을 양여해 

준다. 

이 때, 지역주민을 직접 산림관리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 시킬 수도 있다. 이미 많은 해외 국가들은 지역주민 참여형 산림관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산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청 역시 지역주민이 산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국유림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제도를 시행하여 국유림 

인근의 지역주민을 산림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에게 임산물 양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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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림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1  산림기본통계산림청은 탄소 흡수원 증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국유림의 면적을 32%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2.앞으로도 

국유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청 단독의 힘으로는 국유림 

전체를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전제조건으로 거론된다. 

(박정훈과 신정희, 2010).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경우 국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순응하고 정부는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박정훈, 2008). 정부를 신뢰를 할 경우 본인에게 특정 정책이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사회적 이익 

창출이라고 믿고 따를 것이다 (Hetheington 2005, , Hetherington & Husser, 

2012 ,이동규&민연경 2014).  

반면에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부의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재정이나 인적 자원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다(장용진, 2013)  

 

산림청 역시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앞선 정부신뢰 연구들에 따르면, 국유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 해야 하는데 만일 주민이 산림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산림과 

                                           
1
 산림청, 2015 산림기본통계 

2 신원섭, “[기고-신원섭] 국유림 확대가 절실한 이유”, 국민일보, 2015.09.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39303&code=11171314&cp=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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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인적자원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국유림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이 

산림청을 신뢰할 경우 국유림 보호 정책 등 특정한 정책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이익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다. 즉,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국유림 관리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순응을 이끌 수 

있으므로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계에서 신뢰와 참여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거론된다(Veenstra&Lomas, 1999). 따라서 산림청은 지역주민들과 협력은 

물론 동시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림 인근의 산촌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고 협력적 국유림관리가 산림청의 신뢰를 높이는지 알아본다. 더 나아가 

산림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문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림청은 효과적인 국유림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산림을 보호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산림청과 산림과 가까이에 살기 

때문에 산림 이용 욕구가 큰 지역주민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김용근, 2005). 일반적으로 신뢰는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청과 지역주민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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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산림청간의 신뢰기반을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뢰는 협력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Morgan and Hunt 1994) 

지역주민이 산림청을 신뢰한다면 앞으로도 산림청의 협력적 국유림 관리 

시책에 참여하고 국유림관리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체계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즉, 지역주민과 함께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현재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협력적 국유림 관리는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둘째, 국유림 인근 산촌주민들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국유림 관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다. 

둘째,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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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주체는 국유림 인근에 거주하는 산촌주민이며 

정부신뢰의 대상은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이다. 이 연구에서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은 현지에서 국유림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로 대표된다. 이것은 응답자인 평창군의 국유림 인근에 거주하는 

산촌주민에게는 산림청 본청보다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와 더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답을 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의 국유림 관련 행정은 산림청 본청,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루어진다. 산림청 본청의 경우 산림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국유림 관리를 포함하여 공유림, 사유림에 걸친 전반적인 산림관리를 

담당한다. 지방산림청은 산림청 본청과 국유림 관리소의 중간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국유림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유림 관리소를 총괄한다(안경섭, 

2009). 국유림관리소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국유림에 

대한 조림, 육림,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안경섭, 2009). 안경섭. 

(2009) 지역주민의 경우 산림청 본청보다는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산림청과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국유림을 담당하는 산림청의 범위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로 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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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협력적 산림관리  

네팔, 부탄 등의 개도국 정부에서는 빈곤과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민이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지역 임업을 장려하고 있다(민경택 

등, 2014; 박소희 등, 2015). 부탄의 경우 지역주민이 산림관리에 직접 

참여하면서 임산물 등의 산림환경서비스를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였고, 이는 

가난을 극복하는 것을 도왔다.  

이미 많은 해외 국가들은 지역주민 참여형 산림관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산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석현덕&박소희, 2013). Rustagi(2010)은 에티오피아의 Bale 

Mountain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그룹의 구성원들이 협력을 많이 할수록 

산림 공유자원을 더 성공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산림을 관리할 때에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다. Castro & 

Nielsen(2001)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된 코 

메니지먼트 사업에서는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하게 하고 권력을 공유하면 자원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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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1) 정부신뢰의 개념 

정부신뢰를 개념화하기 앞서 신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믿음이나 

기대를 의미한다. Hetherington(1998)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국민의 규범적 

기대에 맞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성향이라고 

하였다(Strokes, 1962; Miller, 1974; Hetherington,1998). 오경민과 

박흥식(2002)은 정부와 시민간의 권력적 불평등이라는 관점과 문화 및 

역사적 관점에서 정부신뢰를 바라보았다. 먼저 정부와 시민간 권력적 

불평등이라는 관점은 신뢰 주체와 신뢰 대상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권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신뢰 상황은 정부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오경민& 박흥식, 2002). 두 번 째 관점인 문화, 역사적 관점은 

정부 신뢰를 각 나라마다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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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신뢰의 중요성 

만약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재정이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부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다(Nye et al., 1997, 김왕식 2011). 그러나 만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경우에는 그들이 어떤 정책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그 정책들이 어떤 사회적 혜택의 역할을 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정부의 의도를 지지하게 된다(Hetherington, 2005). 또한 정부신뢰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순응을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Easton, 1965; Newton, 2001; 박정훈, 신정희,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정부신뢰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태훈, 전인석, 2015). 

김태훈과 전인석(2015)은 정부신뢰가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참여의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정부신뢰가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신뢰가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연구(Pretty and Ward, 2001)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정부신뢰는 참여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뢰는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은(Pretty& Ward 2001에서 재인용) 신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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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참여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의 종류는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것, 집회에 참가하는 것, 참여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까지 연구자에 따라 참여의 종류는 다르게 정해진다 

(Putanam, 1993; Biljana et al, 2016; Menzel et al ,2013). 일반적으로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utnam(1993)의 경우 사회단체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하였다. 박희봉(2003)은 단체활동 참여를 수평적 

단체(시민단체, 취미단체, 지역활동단체, 노동운동단체 참여)와 수직적 

단체(연고단체, 친목단체 참여)로 나누어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시민단체 참여와 수직적 단체 참여는 공공기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적 산림관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로는 Ali et al(2007), Biljana et al(2016), Menzel et al 

(2013) 등의 연구가 있다. Ali et al(2007)는 파키스탄에서 참여적 산림관리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마을과 전통적인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마을간 

산림청(forest department)에 대한 사회자본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적 

산림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을과 참여하지 않은 마을 사이에 신뢰차이가 

유의하였다. 반면 Biljana et al(2016)의 연구에서 국가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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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타이거 지역에서 국가 주도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참여적 프로젝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연보전에 대한 지식, 생물다양성에 대한 

태도, 타이거 지역의 담당 권위체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Top-down 방식의 참여적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타이거 지역을 

담당하는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enzel et al(2013)는 참여적인 계획으로 인해 기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다. 참여의 정도와 참여 과정의 질로 나누어 기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의 종류에 따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고, 참여의 질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증가시켰다. 이처럼 참여가 항상 정부 또는 기관에 대한 신뢰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참여 수준, 참여 유형, 나라에 따라 참여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정부신뢰는 각국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오경식, 박흥식, 2002) 

나라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참여의 의미가 어땠는지에 따라 참여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참여유형, 

참여여부 등 참여 특성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2) 공정성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손호중과 채원호(2005) 는 부안군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공정성을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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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그 성과의 공정한 

배분”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구조모형을 통해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PR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종수(2001)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정요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정성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3)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양건모(2007)는 의사와 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정책과정 상의 보건복지부와 공무원들의 태도 및 제도 운영을 이유로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민주적이며 강제적이라는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권력이 보건복지부 신뢰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건복지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의사와 약사 

집단이 보건복지부의 권력행사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할수록 보건복지부 신뢰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에서 산림청의 국유림과 관련하여 일하는 방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산림청의 권력행사 정도를 크게 의식한다면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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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성과 

정부신뢰는 “정치기관의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개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평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김왕식, 2011에서 재인용).  

이동규와 민연경(2014) 재난 관리 정책 성과를 사회의 재난 안전도 평가와 

정부의 재난관리 평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재난관리 정책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 관리 정책 성과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 등(2013)은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부분적으로 정부신뢰에 

미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정부 성과에 대한 측정은 정치인에 대한 만족, 

이때 정부 성과 측정은 정치인 만족, 공무원 업무 처리 만족, 공직자의 시민 

무관심, 선거후보자의 주민의사 무관심, 소수 권력 독점, 공무원의 세금 낭비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광호 외 2인(2011)은 정부성과 변인들을 효율성, 적절성, 유능함, 

청렴성으로 구성하고, 정부성과 변인들이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정부성과 변인들 중에서 유능함과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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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신뢰성향 

성별, 나이, 소득,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부 신뢰 사이에는 

일관된 특성을 찾기 어렵다(박희봉 등, 2003; 김왕식, 2011; King, 1997; 

이종수, 2001). 박희봉 등(2003) 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신뢰와 정(+)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특성 중 소득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심리적 성향은 대인신뢰는 정부신뢰에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며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희봉 등, 2003).  

 

이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은 <표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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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Muller(1970)  정부의 산출성과 

Aberbach&walter 

(1970) 

타인에 대한 신뢰, 교육, 나이, 소득, 지역, 정치적 능력, 상대적 박탈감 

Trilling&Lindqu 

ist(1975) 

나이, 성별, 교육, 거주 지역, 각종 조직의 관여정도, 교회출석, 노조가 

입여부, 직업, 소득 

Comer(1978)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이종범 

(1986) 

정책요인(규제내용의 비일관성, 정책의 비일관성, 결정과정의 폐쇄성,적용의 자

의성, 계약 위반의 정도), 행정능력불신, 상징적 행정행태(합리화, 무마책), 절차

의 복잡성, 서류의 요청량 

배병룡&이시원

(1988) 

직무권한의 사용, 집권성, 문제해결노력, 사회변동, 욕구증대, 권력지상문화, 경

직성, 정치불신문화, 왜곡보고, 불신주의 

박종민(1991)  개인의 가치관, 정책성과, 정치문화 매개접촉, 지역, 사회적 계급, 세대 

이시원(1993) 인구사회학적 요인(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 심리적 요인(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적 효능감,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상황요인(단순한 개인의 경

제적 상태, 단순한 국가의 경제적 상태, 복잡한 개인의경제적 상태, 복잡한 국

가의 경제적 상태), 정치 행정적 요인(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정책성과, 공무원

에 대한 이미지) 

한영환(1999)  능력, 투명성, 청렴성, 공정성, 근면성 

박통희(2000) 정부능력, 개방성, 일관성, 정직성, 공정성, 호의 

이종수(2001) 효율성, 일관성, 청렴성, 공정성, 교육/홍보 

이강웅(2002) 공개성, 투명성, 행정PR 

오경민&박흥식 전문지식, 절약, 능률, 대응성, 정직 ․ 청렴, 도덕성, 피해감수의 의지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2003) 

대인신뢰(사적신뢰, 일반신뢰), 단체참여(수직적 단체, 수형적 단체), 정치참여

(적극적, 소극적), 지역(도시화, 영호남), 사회경제적 배경 

양건모박통희

(2007)  

비정부주도 참여, 정부주도 참여, 내적 효능감, 제도기반 외적 효능감, 당국자

기반 외적 효능감   

현승숙&이승종

(2010) 

주민접촉(전통적 접촉, 온라인접촉), 공공서비스요소(경제성과, 공공서비스 만

족도), 정치적요소(공식적 정치참여, 비공식적 정치참여, 사회단체 참여, 정치성

향, 정치효능감, 정부관심도, 정부이해도), 사회적 요소(사회적 신뢰, 언론기관 

신뢰), 인구사회학적 특성(생활만족도, 도시화, 수입, 교육, 성별, 연령) 

정광호이달곤하

혜수  

(2011) 

정부성과변인들(효율성, 적절성, 형평성, 유능함, 청렴성), 사회중심신뢰형성요

소(사회신뢰변인, 시민활동), 신뢰자평가자의 요소(거주지 규모, 정부와의 연관

성, 지방정부정책이해도, 생활만족도), 사회인구학적변인들(아니, 나이제곱, 소

득. 대학졸업이상, 남성) 

이윤경(2014)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정부지

출확대, 정부경제개입) 

이동규&민연경

(2014) 

상황적 요인(재난안전인식, 재난관리정책 성과), 구조적 요인(인구사회학적요

인; 정치이념, 연령, 성별) 

<자료>(이시원,1993; 양건모, 2007;공진아,2008)의 자료를 토대로 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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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  

산림청의 산림행정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국공사유림 전반에 걸쳐 산림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청 본청의 중간 역할을 하며 관할 

국유림 관리소를 총괄한다. 국유림 관리소는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조림, 육림,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안경섭, 2009).  

<표 2> 수행주체에 따른 국유림 관리 업무 구분 

<자료>안경섭(2009), 산림청의 국유림경영계획 및 운영요령(예규)를 바탕으로 재구성  

 

 

 

수행 주체 역할 및 업무  국유림경영계획 업무분장 

산림청 

- 국공사유림 전반 

- 전국 산림에 대한 산림 기

본 계획 수립 등 산림에 대

한 정책제도 업무 

- 국유림경영에 관한 기본지침 제공 

-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경영성과의 

분석 및 평가 

-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지방산림청 단위의 자

원배분 및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경영계획서의 협의 

지방산림청 

- 국유림 

- 관할 국유림 관리소 총괄 

및 본청과 국유림 관리소 

중간 역할 

-지역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정책 정책제도 업무 

-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수립(단, 시범경

영계획구 제외)·운영 

-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의 경

영성과 분석 및 평가 

-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성 

- 국유림경영계획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을 차기

사업 및 계획에 반영 

-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

는 경우의 경영계획 승인 

국유림관리소 

- 국유림 

- 지역 국유림에 대한 조림, 

육림, 보호 등 집행 업무 

-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기초자

료 제공 및 참여 

- 국유림경영계획 목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행 

-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영성과의 

자체 검사 및 평가 

-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

는 경우의 경영계획 검토 

- 조림대부림(분수림포함) 경영계획 승인 

- 시범경영계획구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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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산림보호․임산물생산․휴양문화․고용기능 등을 증진시키고, 국유림경영에 대한 

수지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유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경영계획구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예규에 따르면 산림청, 지방청, 국유림 

관리소는 산림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하여 국유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산림청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하여 국유림관리소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유림 경영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실행하고, 

시범경영계획구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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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의 틀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은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제시된 개

념들 간에도 상호 중첩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 이다(공진아, 2008). 이종수

(2001)는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크게 두 요인으로 나눴는데 신뢰 주체요인과 

과 신뢰대상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수(2001)는 신뢰 주체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배경,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영향요

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연령, 성별을,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계층, 직업, 교육수준을,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는 신뢰성향을 포함시켰다. 둘째

는 신뢰 대상 요인이다. 신뢰 대상의 요인은 피신뢰자인 정부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다(이종수 2001,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아래와 같은 개념의 틀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신뢰대상 요인과 신뢰 주체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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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앞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3>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뢰주체 요인, 신뢰대상요인, 참여요인, 

산림자원 이용요인으로 구분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각각의 요인이 산림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자 한다. 신뢰주체의 요인으로 참여 특성, 

사회경제학적 요인 및 신뢰성향, 산림자원 이용 특성을 설정하였다. 신뢰대상 

요인으로는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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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산림청 신뢰는 국유림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이 지역주민과 국유림 관리를 

위하여 올바르고 유능하게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국유림 인근 

주민의 평가라고 정의한다.  

절차적 공정성은 국유림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이 국유림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분배적 공정성은 지역주민이 산림청이 국유림 이용기회를 공정히 분배 

한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권위주의적 권력은 산림청이 국유림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권력을 지배와 복종의 관점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정책 성과는 국유림을 담당하는 산림청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로 

정의한다.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은 산림청이 지역주민과 함께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국유림 보호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또는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을 뜻한다. 지역주민을 국유림 보호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또는 사업)는 국유림 관련 일자리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과 산림청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유 

임산물을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은 나무심기, 숲 가꾸기와 같은 국유림사업 

산림청의 일일 고용 방식으로 국유림 보호 활동에 참여한 것이나 산림청의 

지도 아래 대가 없이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등 국유림 보호 활동에 참여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유림 보호 활동 경험은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을 일부 포함하며 국유림 보호 활동이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역공동체 단체활동은 마을 사람들을 포함하는 공동체 조직에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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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것을 을 뜻한다.  

산림청의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는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 관리 

사업 등을 통해 현재 느끼고 있는 혜택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 때 

산림청의 일자리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만든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 산림생태관리원을 

포함하고 숲 해설가 자격을 통해 일자리를 찾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숲 

해설가도 단기일자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 관리 사업으로 인한 혜택은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 

관리 사업 등을 통해 현재 느끼고 있는 혜택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 관리 사업은 지역주민이 국유림 내의 임산물을 생산 

또는 채취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유림보호협약과 국유림 대부 및 공동산림사업 

등을 포함한다.  

일반신뢰는 응답자의 신뢰성향으로 일반인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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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산림청 신뢰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 기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고, 둘째,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산림청 기관에 대한 

신뢰와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5점 측정하였다. 셋째, 산림청의 대표성, 

효율성, 당위성, 능력, 부패성으로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절차적 공정성은 산림청이 국유림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충분한 정보수집을 하는지, 편견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심사숙고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가 응답범주였다.   

분배적 공정성은 국유림 보호협약 참여여부에 따른 임산물 채취권리 차등 

제공에 대한 공정성과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 활동에 대해 제공하는 보상의 

적절성으로 측정하였다. 국유림 보호협약 참여여부에 따른 임산물 채취권리 

차등 제공에 대한 공정성은 마을 인군 국유림 임산물 채춰권리를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마을 내 협약자에게만 주는 것이 공정한 지에 

대해, 임산물 채취권리를 마을 내 협약자에게는 제공하고, 마을 내 

비협약자에게는 채취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전혀 공정하지 않다,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③ 

약간 공정하다, ④ 매우 공정하다”였다.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활동에 대해 

제공하는 보상의 적절성은 “①전혀 주고 있지 않다, ② 별로 주고 있지 않다, 

③ 약간 주고 있다, ④ 충분히 주고 있다”로 측정하였다.  

산림청 성과는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으며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별로 못하고 있다, ③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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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다, ④ 매우 잘하고 있다”로 측정하였다. 

산림청의 정책 수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재 정책 수혜 정도와 국유림 

이용 관리 사업에 대한 현재 정책 수혜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①많이 받고 

있다, ② 약간 받고 있다, ③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 ④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로 측정하였으며 분석할 때는 응답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신뢰성향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지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①항상 조심해야 한다, ②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③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④ 항상 신뢰할 수 있다’로 측정하였다.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는 먼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거나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적 국유림 

관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음, 일자리 사업과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 

모두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협력적 국유림 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측정하였다.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은 산림청의 지도 아래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불예방 활동을 해 본 경험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따라 측정하고, 이러한 

국유림 보호 활동을 한 시기에라도 참여했을 경우에는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 있음, 아닐 경우에는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은 

남녀로, 나이는 연속형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서비스업, 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외 소득, 자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

득의 합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때 각 사업별로 임업관련 서비스업과 임업외 

서비스업을 구분하였고, 임업소득, 숙박업과 요식업을 포함하는 임업관련 서비

스업, 임산물 가공업, 산림작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등 모든 임입과 관련된 소

득은 산림관련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국유림 이용 빈도는 1년에 임산물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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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며칠이나 방문하는 지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국유림과의 거리는 

응답자의 집주소와 마을 내 국유림 보호협약지 주소와의 거리를 km단위로 측

정하였는데 이 때, 인터넷에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최단거리 km로 측정하

였으며, 산으로 가는 길이 끊겼을 경우에는 ‘자로 측정하기’ 기능을 통하여 거

리가 끊어진 곳에서 협약지까지의 최단거리를 계산하여 국유림 거리를 측정하

였다.    

4. 조사설계 

1) 조사 대상지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 내에 산림청과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 22개 

중에 4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창 국유림관리소는 

2017년 2월 기준 총 22개의 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있다. 평창군 

평창읍 5개 마을(이곡리, 노론리, 하일리, 고길리, 지동리), 대관령면 2개 

마을(유천 3리, 차항 2리), 진부면 3개 마을(장전리, 막동리, 봉산리), 용평면 

2개 마을(노동리, 도사리), 봉평면 4개마을(유포 3리, 흥정리), 방림면 3개 

마을, 대화면 3개 마을(대화 4리, 신리, 하안미 5리)과 협약을 맺고 있다. 

평창 국유림 관리소 관할 지역 내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지의 분포와 위치는 

<그림3>와 같다.  

연구 대상지인 평창군은 대한민국 강원도 중남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정선군, 북동쪽으로는 강릉시, 북쪽으로는 홍천군, 서쪽으로는 횡성군, 

남쪽으로는 영월군에 접해 있다. 특히 북·서·동 3명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을 나타낸다. 평창군은 임야 

83.5%(1,221.9km2), 농경지 9.4%(138.3km2), 기타 7.1%(103.6km2)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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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평창에 위치하는 평창 국유림 관리소는 평창군의 국유림인 

1개읍 7개면의 국유림 68,547ha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는 평창군의 산림 

120천ha의 57%를 차지 한다(평창국유림관리소 자료제공) 

평창 내 국유림 보호 협약에 참여하는 마을의 분포 및 위치 

 

 조사 대상지의 특성은 <표3>에 대략적으로 나타냈다. 4개의 마을은 모두 국유

림 보호협약에 참여하여 A마을은 산골짜기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

역이다. A마을에는 27가구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수는 약 9

가구이다. 이 마을은 실거주자 수가 적기 때문에 마을 내 마을 단독 부녀회가 

없었고, 주변의 4개리와 연합한 부녀회와 노인회가 있었다. 이 마을에는 실제

로는 외지에서 거주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마을 내 본인의 별장으로 쉬러 오

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마을은 산 깊은 곳에 위치하여 공기가 맑고, 마을 내에 

계곡이 흐르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특

징이 있다. 펜션이나 요식업을 운영하는 가구도 있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에 

소득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은 펜션/요식업 소득 외에 추가적인 일을 통

해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산채작목반

평창군 

강원도 

<그림 3> 연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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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여 국유림에서 곰취, 명이나물, 고로쇠 수액, 잣 등으로 소득을 올리

고 있었다. 국유림 임산물로 인한 소득은 각자 가지고 마을에 공동기금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이 마을에 산나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농조합이 있으나 

아직 수익 창출은 없는 상태이다. 이 마을은 산비탈지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주

민들은 논/벼농사는 거의 못하고 농사는 배추나 고추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재

배하는 수준이었다. 마을 실제 거주자의 대부분은 국유림을 이용에 적극적이었

다.    

B마을 경우 산기슭에 위치하는 마을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지역 주

민의 이동이 불편한 지역이다. 이 마을의 이장은 산나물 양여 기간에는 시간이 

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이기 해서 산나물을 채취하러 간다. 국유림 내 잣

나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일부가 마을 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마을에는 영농조

합이 존재하며 마을 주민 중 일부는 이 영농조합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마을 

행사로는 성황제가 있다. 

C마을은 총 3개의 반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0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

다. 이 마을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촌생태마을이며 산림청의 생태마을조성사

업의 일환으로 산림문화회관을 등을 지원받았으며 산림문화회관은 노인정과 

더불어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마을 근처 국유

림 내에는 산림청 산하의 생태관리센터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 마을 주

민 중 일부는 산림청 고용계약을 맺고 생태관리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산림청과 관련된 사람이 마을 주민 중 산림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약 9명정도 된다. 논/벼농사를 짓는 가구 수는 약 4가

구이고 농업 주 소득 작물은 배추, 고추, 감자이다. 마을 내 단체 활동의 경우

에는 작목반은 산채작목반이 있으며 마을 내에 부녀회와 노인회가 있다. 국유

림 내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잣을 채취하는 경우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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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낸다. 

D마을은 총 3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주변에 관광지가 위치하여 

놀러 온 관광객들이 국유림에 쓰레기 투척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마을의 단체

활동은 감자 작목반, 당귀 작목반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영농조합을 만들어 

자금을 출자하여 군유림에 더덕과 산양삼을 심었고, 사업 초기 단계라서 아직 

수입은 없다. 이 마을은 마을 근처 산림을 이용하는 자생약초재배단지 사업 기

획하는 중이다.  

 

 

<표 3>조사 대상 마을 특성 

 

 

 

 

 

 

 

 

   

마을 
보호협약 

참여인원 

마을  

가구 수 

참여비율 

(참여인원/마을 가구수) 

보호 협약 

면적(ha) 

협약 참여 

 년수(년) 

양여품목 

A마을 26 27 96.3% 2,399 10년 산나물, 잣, 수액, 화

목 

B마을 15 23 65.3% 3,436 2.8년 잣 

C마을 12 115 10.4% 1,339 2년 잣, 화목 

D마을 11 109 10.1% 1788 1.5년 잣,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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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본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를 미리 사용해보고, 설문지 및 현지조사방법을 보완할 목적으로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사전검사는 2017년 2월 3일에 

국유림에 인접한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진행하였다. 이후에 진행된 두 번 째 

사전 검사는 2017년 2월 24일-25일, 3월 25일- 26일, 4월 1일에 걸쳐 

평창군 3개의 마을에서 시행하였다. 사전 검사를 진행하면서 설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의 배치 순서를 바꾸고, 연구 대상지에 고령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이해도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빼는 등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후 2017년 4월 8-9일, 4월 29일에 거쳐 평창군의 총 4개의 마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때 2017년 2월 24일-25일, 

3월 25일- 26일, 4월 1일에 시행된 사전검사에 응답한 응답자에게 추가 

문항을 조사하여 설문을 보완하였으며 최종문항이 사용된 총 105개의 

설문조사지를 수거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설문지와 한 가구에서 중복 수집 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75개의 설문지를 

양적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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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첫째, 측정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응답자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차이 검정은 교차분석과 

비모수적인 통계 기법인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하였다.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Wilcoxon 순위합 검정은 Wilcoxon(1945)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Man-

Whitney two-sample test라고도 불린다. 이 방법은 두 모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에 사용된다. 관측값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순위를 사용하여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발생하는 통계적 문제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교차분석 결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와 

유의한 연관성이 규명된 변수이거나 Wilcoxon 검정결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분포가 다르도록 만드는 변수 혹은 교차분석, Wilcoxon 두 검정 결과 

모두에서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다르도록 만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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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도구 검증 및 변수 계산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항목으로 측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4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한 절차적 

공정성,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한 분배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태도, 5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Cronbach’s 𝛼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 정도를 파악하였다. Cronbach’s 𝛼 값이 

0.7이상이면 구성 개념별 측정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1) 산림청 신뢰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산림청 기관 신뢰 문항을 산림청에 대한 신뢰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산림청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단일 문항이 

다차원적인 신뢰를 묻는 문항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관측값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표4>.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대표성, 저효율성, 당위성, 유능성, 부패성을 이용하여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고, ‘대표성’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𝛼  값이 

0.7575로 신뢰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지만 저효율성의 관측치가 59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관측값이 가장 많았던 산림청 기관 

신뢰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item Obs Alpha if item delted Cronbach’s 𝛼 

저효율성(세금 낭비) 59 0.6782 

0.7575 
당위성 74 0.6534 

유능성 70 0.7059 

부패성 60 0.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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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변수의 ‘공정3’문항, 산림청에 대한 신뢰 변수의 

‘대표성’문항을 삭제할 경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𝛼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여 신뢰도 계수 값을 높였다. 즉, 절차적 

공정성 변수로 최종적으로 사용된 문항은 절차적 공정성1(의견수렴), 절차적 

공정성2(정보수집), 절차적 공정성4(심사숙고) 문항이다<표5>.  

 

<표 5>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item Ob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𝛼 

절차적 공정성1 71 0.6861 

8004 절차적 공정성2 50 0.5678 

절차적 공정성4 55 0.6934 

 

2) 분배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변수의 경우 Cronbach’s 𝛼이 0.4229로 측정항목간 내적일관

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배적 공정성 변수는 분석에 제외하였다<표6>. 

분배적 공정성 변수 측정이 잘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측정문항이 적절하

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절차적 공정성2’ 문항은 산림청이 마을 

내에서 국유림 보호 협약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에게는 국유 임산물 채취를 허

락하고, 국유림 보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 주민에게는 임산물 채취를 허

락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이었다. 그러나 마을 대

표자가 국유림 보호 협약을 맺고 국유 임산물 양여 승인을 받으면 국유림 보

호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을 주민 모두가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 간 보호 협약 참여 여부에 따른 임

산물 채취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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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3’ 문항의 경우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 활동에 대해 주는 대가가 

적절하냐는 문항이었는데 마을 주민 중에는 대가를 바라고 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의 적절성을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유림 보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측치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적었다  

 

<표 6>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item Ob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𝛼 

분배적 공정성1 72 0.2008 
0.4229 

분배적 공정성3 43 0.2837 

 

3)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는 Cronbach’s 𝛼  계수가 0.8 이상으로 0.6보다 높은 

신뢰도 값을 보여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표7>.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변수는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1(일방적인 결정),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2(군림),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3(강제 집행) 문항 

그대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7> 권위주의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item Obs Alpha if item delted Cronbach’s 𝛼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1 75 0.7538 

0.8017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2 74 0.7165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3 71 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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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계산 

 여러 개의 항목을 통해 한 변수를 측정한 경우에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제된 문항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각 문항의 합을 측정변수로 계산하였다. 즉, 

절차적 공정성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1, 절차적 공정성2, 절차적 공정성4의 

합을 절차적 공정성의 최종 척도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의 경우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1,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2,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3의 합을 계산하여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의 최종 척도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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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 

1) 수정된 연구모형  

측정도구 검증 결과 절차적 공정성 변수는 측정항목간 내적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지

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 영향요인 연구모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외하

였다. 이에 수정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신뢰대상 특성과 신뢰 주체 특성으로 나누었으며 신뢰 

대상 특성에는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국유림 정책에 대한 만

족도 변수가 포함되고 신뢰 주체 특성은 참여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가치

관 특성, 산림자원 이용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다<그림4>.   

 

 

<그림 4> 수정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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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1) 신뢰주체 요인  

① 참여요인 

가설 1-1.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여부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② 산림자원 이용 요인 

가설 2-1. 산림관련 소득유무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국유임산물 채취 소득유무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2-3. 국유림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의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2-4.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의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국유림 이용 빈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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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6. 국유림과의 거리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③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가치관 특성 

가설 3-1. 가구소득의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일반적인 신뢰성향에 따라 대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신뢰대상 요인  

가설4-1. 산림청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2. 산림청의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3. 지역 주민의 산림청 국유림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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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국유림 인근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산림이용 특성은 <표8>와 

같으며 기술 통계는 표<표9>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83.12%로 여성보다 많았다. 이는 가구 조사를 실시할 때 가구의 산림 이용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주의 응답지를 분석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부터 80대까지 분포하였다. 이 중 60대 이상이 약 

6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마을에서 출생한 사람은 57%, 타지에서 

출생한 사람은 42%으로 마을에서 출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중졸이하는 

38.7%, 고졸은 40%, 대졸 이상은 21.3%이었다. 응답자의 가구 연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 35.53%,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6.58%,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22.37%,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5.26%, 5000만원 이상이 30.2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산림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9.2%가 참여적 국유림 관리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52.6%가 국유림 보호협약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국유임산물 채취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 국유 임산물을 채취하는 가구는 응답자의 53.95%였으며 

46.05%는 국유임산물을 채취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35.53%는 채취한 

국유임산물을 100% 자가소비를 하였고, 18.4%는 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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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유림인근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산림자원 관련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4 83.12 

 여 13 16.88 

 계 77 100 

나이 30대 5 6.49 

 40대 9 11.69 

 50대 17 22.08 

 60대 24 31.17 

 70대 이상 22 28.57 

 계 77 100 

출생지 마을에서 출생 44 57.14 

 타지에서 출생 33 42.86 

 계 77 100 

교육 무학 8 10.67 

 초졸 10 13.33 

 중졸 11 14.67 

 고졸 30 40.00 

 대졸 이상 16 21.33 

 계 75 100 

연소득 2000만원 미만 27 35.53 

 2000- 3000만원 미만 5 6.58 

 3000-4000만원 미만 17 22.37 

 4000- 5000만원 미만 4 5.26 

 5000만원 이상 23 30.26 

산림관련소득 있음 52 68.42 

 없음  24 31.58 

 계 76 100 

과거 국유림보호활동 참여 경

험 
있음 39 51.32 

 없음 37 48.68 

 계 76 100 

참여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

험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45 

31 

59.21 

40.79 

 계 76 100 

국유림 보호협약 참여 참여 40 52.63 

 참여하지 않음 36 47.37 

 계 76 100 

국유임산물 활용 수준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음 35 46.05 

 채취하나 자가소비 27 35.53 

 채취하고 판매도 함 14 18.42 

 계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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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세) 76 61.94737 11.34771 35 85 

동거 가족 구성원의 수 76 2.38 0.94 1 5 

마을 거주 기간(년)  76 30 23 1 83 

총소득(원/년) 76 43635000 46529242 2640000 300000000 

산림 관련 소득(원/년) 76 5745263 13779067 0 70000000 

농업소득(원/년) 76 16884211 43441182 0 3억원 

임업소득(원/년) 76 2792105 8548493 0 47000000 

기타 사업 소득(원/년) 

 (축산업, 제조업, 건축업 등) 

76 

 
7184211 20572286 

0 

 

100000000 

 

근로소득(원/년) 76 11280000 24971590 0 1억 

임대료 등 자본소득(원/년) 76 1705333 8509437 0 7000만 

공적보조금(원/년) 76 3561579 7907765 0 36000000 

사적보조금(원/년) 76 184211 787240 0 6000000 

비경상소득(원/년) 76 65789 573539 0 500만 

국유림과의 거리(km) 76 3.88425 1.323084 0.434 6.46 

 

응답자 특성별 기술통계량을 보면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62세이며 응답자를 

포함한 동거 가구 구성원의 수는 평균 2.4명, 마을 거주 기간의 평균 

30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43,635,000원, 임산물 소득과 

임산물 가공업,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하는 민박 및 요식업, 산림과 관련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산림관련 소득의 평균은 1378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소득의 평균은 16,884,211원, 임업 소득의 평균은 2,792,105원, 기타 

사업소득의 평균은 7,184,211원, 근로소득의 평균은 11,280,000원, 임대료 

등 자본소득의 평균은 1,705,333원, 공적보조금의 평균은 3,561,579원, 사적 

보조금의 평균 184,211원, 비경상소득은 65,789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집과 국유림과의 거리는 평균 3.9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434m, 최대 6.5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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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인식 

1) 절차적 공정성 

산림청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한가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변수의 평균은 8.06, 표준편차는 2.44,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2였다<표10> 절차적 공정성 측정값의 3점에서 7점까지는 절차적 공정성이 

낮은 집단, 8점에서 12점까지는 절차적 공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면 

응답자의 57.45%가 산림청의 절차적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42.55%는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절차적 공정성의 기술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절차적 공정성 47 8.06 2.44 3 12 

57.45% 42.55% 

<그림 5> 산림청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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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절차적 공정성을 국유림 관리를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지, 충분한 정보 수집하여 국유림 관리를 하는 

지, 국유림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를 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지에 대해 

측정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정보수집, 심사숙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였다.   

산림청은 마을 인근 국유림에서 사방댐 신설, 임도 신설 등의 국유림 관리 

사업이 시행할 때 마을 내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 인터뷰에 따르면 공청회는 산림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의 민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며 국유림 관리 정책을 위하여 

협의하고 여론조사하는 과정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  

반면에 산림청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잘 한다라는 의견으로는 마을 내 

국유림에 국유림 관리 시설을 지을 때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산로를 

함께 개설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D마을의 경우에는 국유림 내 나무를 

식재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충분한 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A마을의 주민 중 한명은 산림청에서 

새로이 나무를 식재할 경우 지역에 오래 살았던 토박이들에게 이 곳에 어떤 

식물이 자랐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등의 정보수집 없이 수익성이 좋은 

나무나 한국 특성에 잘 맞는 나무를 일괄적으로 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즉,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정보수집 없이 나무를 일괄적으로 심는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은 D마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종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산림청은 지역주민이 먼저 원하는 

수종을 심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면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들어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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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산림청이 지역 곳곳의 식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유림 관리소장에 따라 국유림 관리 정책 및 시책이 바뀐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산림청이 정책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산림청 

직원이 누군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국유림 관리 정책이 결정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역주민의 고충이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주민과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2)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응답자의 산림청의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인식은 평균 6.1, 

표준편차는 2.63이었으며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2였다 3점부터 7점까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행사가 적은 집단, 8점부터 12점까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행사를 많이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면 응답자의 71.43%가 산림청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적게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응답자의 28.57%는 

산림청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크게 행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2>산림청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권위주의적 태도 70 6.1 2.6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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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국유림 출입을 막아야 하는 

산림청은 지역주민과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인터뷰 결과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지역주민에게 권위주의적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응답자의 대부분은 시대가 바뀌어 1960~1980년대와 비교하면 산림청이 권력

을 권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산림청이 국유림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을 강제로 

집행하냐는 질문에는 강제로 집행한다고 하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강제로 집행하

는 경우는 없으며 국유림 보호 명목 하에 금지하는 것이므로 산림청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71.43% 28.57%

<그림 6> 산림청의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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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응답자의 산림청의 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2.87, 표준편차 0.79는 

이었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였다<표13>. 1점에서 2점은 정책 성과가 낮

은 집단으로, 3점에서 4점은 정책 성과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한 경과 응답자의 

72%는 산림청의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28%

는 산림청의 정책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표 13> 산림청 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의 기술 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 75 2.87 0.79 1 4 

 

<표 14> 산림청 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 빈도표 

 

 

리커트 척도 구분 N 퍼센트 누적퍼센트 

1 매우 못하고 있다 4 5.33 5.33 

2 별로 못하고 있다 17 22.67 28.00 

3 대체로 잘하고 있다 39 52 80.00 

4 매우 잘하고 있다 15 20 100.00 

합계 75 100  

72%28%

<그림 7>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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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한 개의 문항으로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하여 전

반적인 평가를 측정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을 세분화하

여 어떤 정책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파악하고, 각각의 정책의 성과를 어떻

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산림청 정책으로 인한 수혜 

산림청의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은 산림청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국

유림 이용 및 관리 정도의 혜택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산림청의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에 대한 평균은 1.33, 표준편차는 

0.79,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였다.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로 인

한 정책 수혜의 평균은 2, 표준편차는 1, 최대값은 4였다<표15. 표16>. 산림

청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혜택을 전혀 받고 있

지 못하다’,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에 응답한 응답자는 정책 수혜 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약간 받고 있다’, ‘많이 받고 있다’에 응답한 응답자는 산림청 정책 혜

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정책 수혜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12%는 일자리 사업

으로 인해 정책 수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8>.  

 

<표 15>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으로 받은 혜택 정도에 대한 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75 

 

 

1.33 

 

 

0.79 

 

1 

 

 

4 

 

국유림 관리 및 이용 제도

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75 

 

 

2.01 

 

1.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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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산림청 국유림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측정항목 응답범주 N 퍼센트 누적퍼센트 

산림청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많이 받고 있다 62 82.97 82.67 

약간 받고 있다 4 5.33 88.00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 6 8.00 96.00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3 4.00 100 

계  75 100  

산림청 국유림 관리 및 이

용제도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구분 N 퍼센트 누적퍼센트 

많이 받고 있다 36 48.00 48.00 

약간 받고 있다 11 14.67 62.67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 19 25.33 88.00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9 12.00 100 

계  75 100  

 

또한 응답자의 62.5%는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관리 제도 인한 정책 수혜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37.33%는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관리 제도

로 인한 정책 수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9>. 

이러한 통계치를 통하여 일자리 정책 수혜와 이용관리 정책 수혜를 비교해

보면 국유림 이용 관리로 인한 혜택을 느끼는 사람이 산림청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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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7.45% 

88%

 

 

57.45% 

37.33%62.67%

<그림 9>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관리 제도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책 수혜 정도 

<그림 8> 산림청의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책 수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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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 

응답범주 중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순으로 각각 1점에서 5점으로 점수에 순서를 매겼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은 75개가 관측되었고, 평균은 3.61, 

표준편차는 1.04이었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다<표17>. 평균 값이 

3.61이므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산림청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은 1점부터 5점까지 분포하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7>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술 통계량 

 

 

산림청에 대한 신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네 마을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네 마을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리커트 척도 구분 N 퍼센트 누적퍼센트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5.33 5.33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8 10.67 16.00 

3 보통이다 15 20.00 36.00 

4 약간 신뢰한다 31 41.33 77.33 

5 매우 신뢰한다  17 22.67 100.00 

          합계 7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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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 마을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는 차이가 없었다. 

4.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산림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전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을 시행하였다. 주민특성에 따라 주민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간에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집단간 차이 

검정은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설명변수에 

따라 주민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값이 큰 집단과 값이 작은 집단으로 집단을 두 개로 분류3.하였으며 

협력적 산림관리 참여 경험,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산림관련 가구소득의 

경우 여부 또는 유무에 따라4 집단 두 개로 분류하였다. 즉 이렇게 나누어진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비교하였고, 집단 간 차이 검정 방법으로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하였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의 범주는 분석방법에 따라 달리했다. 교차분석의 경우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1점(전혀 신뢰하지 않음), 2점(별로 신뢰하지 않음)은 

                                           
3
 ○1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긴 집단/짧은 집단, ○2 국유림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혜택

을 많이 받는 집단/적게 받는 집단, ○3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는 집

단/적게 받는 집단, ○4 국유림 이용빈도가 많은 집단/적은 집단, ○5 국유림과의 거리가 먼 집단/가

까운 집단, ○6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낮은 집단, ○7 일반적인 신뢰성향이 높은 집단/낮은 집단 ○8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낮게 인식하는 집단, ○9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를 크게 느끼

는 집단/작게 느끼는 집단, ○10국유림 정책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집단/낮게 평가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4
 ○1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참여 경험 없는 집단, ○2 국유림 보호 활동 경험

이 있는 집단/없는 집단, ○3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비참여 집단, ○4 산림관련소

득이 있는 집단/없는 집단, ○5 국유임산물 소득이 있는 집단/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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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낮음’, 3점(보통)은 ‘신뢰 보통’, 4점(약간 신뢰함), 5점(매우 신뢰함)은 

‘신뢰 높음’으로 범주를 분류하였다.5  

반면에 Wilcoxon 순위합 검정에서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5점 리커트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에 따른 산림청 신뢰 차이 검정 결과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과 참여기간은 교차분석과 Wilcoxon 검정 

결과 두 검정 방법에서 모두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χ2=0.4433, p=0.801).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분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z=0.655, p=0.513).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6,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기간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Fisehr’s exact =1.00). 또한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이 긴 집단과 짧은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분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z=0.061, p=0.9516). 따라서 

‘가설 1-1.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 경험여부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1-2.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5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5점척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 20%를 넘

는 경우가 많아서 산림청에 대한 범주를 묶어줌으로써 기대빈도의 값을 높였다.  
6
 교차분석을 시행할 때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을 경우는 카이 제곱 검정 대

신 피셔의 정확 검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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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할 수 없었다.  

즉, 협력적 국유림관리 참여 경험이 산림청 신뢰에 주는 영향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8>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에 따른 산림청 신뢰 교차분석 결과 

<표 19>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기간 따른 산림청 신뢰 교차분석 결과 

2)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산림청 신뢰 차이 검정 결과  

국유림 보호 동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을 교차분석으로 했을 때에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했지만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시행했을 

때에는 p=0.601로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분포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먼저,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차 분석 결과, p=0.044로 

국유림보호활동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수준 

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 

없음 
6 6 19 31 

Pearson 

chi2(2)=0.4433, 

Pr = 0.801 

5 6.2 19.8 31 

있음 
6 9 29 44 

7 8.8 28.2 44 

총 합  
12 15 48 75 

12 15 48 75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기간 

짧음 
3 4 13 20 

Pearson chi2(2) 

= 0.0117   

 Pr = 0.994 

Fisehr’s exact 

=1.00 

2.9 4.1 12.9 20 

김 
2 3 9 14 

2.1 2.9 9.1 14 

총 합  
5 7 22 34 

5 7 2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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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표 <표20>에서 응답자의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면, 국유림 보호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신뢰 높음은 22명(57.89%), 신뢰 낮음 

10명(26.32%), 신뢰 보통 6명(15.79%)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국유림 

보호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신뢰 높음 26명(70.27%), 신뢰 보통 

9명(24.32%), 신뢰 낮음 2명(5.41%)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20>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산림청 신뢰 차이 교차분석 결과 

 

Wilcoxon 순위합 검정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차분석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은 다중회귀모형에서 하기로 한다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 

여부  

없음 

관찰빈도 2 9 26 37 

행 퍼센트 5.41 24.32 70.27 100 

기대빈도 5.9 7.4 23.7 37.0 

있음 

관찰빈도 10 6 22 38 

행 퍼센트 26.32 15.79 57.89 100 

기대빈도 6.1 7.6 24.3 38.0 

총 합 

12 15 48 75 

16 20 64 100 

12.0 15.0 48.0 75.0 

Pearson chi2 =6.2544 , Pr=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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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에 따른 산림청 신뢰 차이 검정 결과  

지역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주민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을 교차분석으로 했을 때에는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138). 그러나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시행했을 때에는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했으며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보다 

높았다(z=1.697, p=0.090).  

Wilcoxon 순위합 검정결과는 유의했지만 교차분석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은 다중회귀모형에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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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신뢰성향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결과 

교차분석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는 유의수준 10% 

범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96),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가구소득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 분포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주민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차표 <표21> 에서 응답자의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신뢰 높음은 23명(62.16%), 신뢰 보통은 

5명(13.51%), 신뢰 낮음 9명(24.32%) 순으로 높은 빈도 빈도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신뢰 높음은 24명(64.86%), 신뢰 

보통은10명(27.03%), 신뢰 낮음은 3명(8.11%) 순으로 높은 빈도 보였다.  

 

<표 21> 가구소득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 교차분석 결과 

 

Wilcoxon 순위합 검정결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교차분석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이 변수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은 다중회귀모형에서 하기로 한다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낮음 보통 높음 

가구 소득 

낮음 

빈도 9 5 23 37 

행 퍼센트 24.32       13.51       62.16 100 

기대빈도 6.0 7.5 23.5 37.0 

높음 

빈도 3 10 24 37 

행 퍼센트 8.11       27.03       64.86 100 

기대빈도 6.0 7.5 23.5 37.0 

총 합 

12 15 47 74 

16.22       20.27       63.51 100 

12.0 15.0 47.0 74.0 

Pearson chi2 =  4.6879   Pr=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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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자원 이용에 따른 산림청 신뢰 차이 검정 결과  

교차분석 결과 산림관련 가구소득여부, 국유림 소득 여부, 국유림 일자리 정

책 수혜 정도, 국유림 이용 빈도, 국유림과의 거리에 따라서 산림청 신뢰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부록 참고>.  

Wilcoxon 검정 결과,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 수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수준 5%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p=0.014),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0.208).  

Wilcoxon 검정 결과, 산림관련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p=0.072), 

산림관련소득은 교차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p=0.340) 

Wilcoxon 순위합 검정결과는 유의했지만 교차분석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수혜와 산림관련소득 

변수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변수들에 대한 가설 검정은 

다중회귀모형에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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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청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산림청에 대한 신뢰 

(1) 절차적 공정성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높음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

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는 <표25>에 한꺼번에 제시하였다.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모두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는 유의수준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1. 산림청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먼저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p값은 0.000으로 유의수준 1%하에서 절차적 공정

성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22> 교차표를 통하여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면, 절차적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신뢰 낮음은 8명(40.00%), 

신뢰 보통은 7 명(35.00%), 신뢰 높음 5 명(25.0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신뢰 높음 23 명(85.19%), 

신뢰 보통 3 명(11.11%), 신뢰 낮음 1 명(3.7%)으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z= 4.060, p=0.000로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가 절차적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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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집단간 산림 신뢰 차이 교차분석 결과 

(2)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성향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모두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따른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는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2. 산림청의 분배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신뢰 높음 40명(80.00%), 신뢰 보통은 6명(12.00%), 신뢰 낮음은 

4명(8.0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신뢰 낮음과 신뢰 보통에 각각 7명(35%), 신뢰 높음에 

6명(3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와 비교했을 때, 권위주의적 권력행사가 낮은 집단에서 

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주민이 많고, 권위주의적 권력이 큰 집단에서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은 주민보다 신뢰가 높은 주민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와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연관성이 있다는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낮음 보통 높음 

절차적 공정성 

낮음 

빈도 8 7 5 20 

행 퍼센트 40.00% 35.00% 25.00% 100.00% 

기대빈도 3.8 4.3 11.9 20.0 

높음 

빈도 1 3 23 27 

행 퍼센트 3.7% 11.11% 85.19% 100% 

기대빈도 5.2 5.7 16.1 27.0 

총 합 

9 10 28 47 

19.15% 21.28% 59.57% 100% 

9.0 10. 28.0 47.0 

Pearson chi2 = 17.9720  , Pr=0.000,  Fiserhs’s exact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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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제곱 검정 결과를 뒷받침한다.   

 

<표 23>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따른 집단간 산림청 신뢰 차이 교차분석 결과 

Wilcoxon 검정 결과 z=,-3.898 p=0.000으로 유의수준 1%수준에서 

산림청의 권위주의적 권력을 크게 인식하는 집단이 작게 인식하는 

주민집단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3) 정책 성과와 산림청에 대한 신뢰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모두 정책 성과에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는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3. 지역 

주민의 산림청 국유림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정도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차표 <표 24>에서 응답자의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면, 국유림 정책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신뢰 낮음 10 명(47.62%), 신뢰 

보통 6 명(28.57%), 신뢰 높음 5 명(23.81%)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국유림 정책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신뢰 높음 43 명(79.63%), 신뢰 보통 

9명(16.67%), 신뢰 낮음 2명(3.7%)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낮음 보통 높음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낮음 

빈도 4 6 40 50.0 

행 퍼센트 8.00     12.00       80.00 100 

기대빈도 7.9 9.3 32.9 50.0 

높음 

빈도 7 7 6 20 

행 퍼센트 35.00     35.00       30.00 100 

기대빈도 3.1 3.7 13.1 20.0 

총 합 

11 13 46 70 

15.71       18.57       65.71 100 

11.0 13.0 46.0 70.0 

Pearson chi2 = 16.1313 , Pr=0.000 



68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높은 집단에서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주민이 많고,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은 집단에서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은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것은 정책 성과와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연관성이 있다는 카이 제곱 검정 결과를 뒷받침한다.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국유림 정책 성과가 큰 집단이 정책 성과가 

낮은 집단보다 유의 수준 1%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Wilcoxon 검정 결과 z=4.679, p=0.000으로 유의수준 1%수준에서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주민집단이 낮게 평가하는 

주민집단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표 24> 국유림 정책 성과에 따른 산림청 신뢰 차이 교차분석 결과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낮음 

빈도 10 6 5 21 

행 퍼센트 47.62      28.57       23.81 100 

기대빈도 3.4 4.2 13.4 21.0 

높음 

빈도 2 9 43 54 

행 퍼센트 3.70       16.67       79.63 100 

기대빈도 8.6 10.8 34.6 54.0 

총 합 

12 15 48 75 

16.00       20.00       64.00 100 

12.0 15.0 4.0 75.0 

Pearson chi2 =26.6576 , Pr=0.000 



69 

<표 25>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p<0.1,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구분 obs 
순위합 기대 

순위합 

조정된 

분산 
z p 

신뢰대상요인 

절차적 공정성  
높음 27 830.5 648 

2020.25 4.060 0.000*** 
낮음 20 297.5 480 

권위주의적 권력  
큼 20 424.5 710 

5365.11 -3.898 0.000*** 
적음 50 2060.5 1775 

정책 성과  
높음 54 2430 2052 

6525.1 4.679 0.000*** 
낮음 21 420 798 

신 

뢰 

주 

체 

요 

인 

 

참여요인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경험 

있음 44 1730 1672 
7848.53 0.655 0.513 

없음 31 112 1178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 년 수 

김 24 542.5 540 
1696.24 0.061 0.9516 

짧음 20 447.5 450 

국유림 보호 활동 경험 
있음 38 1397 1444 

8090.2 -0.523 0.601 
없음 37 1453 1406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참여 43 1785 1634 
7917.58 1.697 0.090* 

비참여 32 1065 1216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가치관 특성 

소득 
많음 32 1188 1216 

7917.58 -0.315 0.7530 
적음 43 1662 1634 

신뢰 성향 
높음 59 2199.5 2183 

4603.82 0.243 0.8079 
낮음 14 501.5 518 

산림자원이

용특성 

산림관련소득  
있음 24 1063 912 

7042.96 1.799 0.072** 
없음 51 1787 1938 

국유 임산물 채취 소득  
있음 14 618.5 532 

4913.96 1.234 0.217 
없음 61 2231.5 2318 

국유림 일자리 정책 수혜  
높음 9 367 342 

3417.91 0.428 0.669 
낮음 66 2483 2508 

국유림 이용관리 정책 수

혜 

높음 28 1278 1064 
7572.34 2.459 0.014** 

낮음 47 1572 1786 

국유림 이용 빈도 

 (임산물 채취) 

높음 34 1293 1224 
6916.72 0.830 0.4067 

낮음 37 1263 1332 

국유림과의 거리(마을) 
멈 24 486 540 

1677.08 -1.319 0.187 
가까움 20 504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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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선 교차분석과 Wilcoxon 검정을 통하여 어떤 주민특성변수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또는 신뢰 분포)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교차분석 또는 Wilcoxon 순위합 검정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했던 주민특성 변수들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어느 정도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 가구 소득, 산림관련 가구 소득, 국유림 이용제도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6>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는 대립가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설명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의 해야 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립가설 

신뢰 

주체 

요인 

1-1. 국유림 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

가 높을 것이다.  

1-2.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

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1-3.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 신뢰가 높을 것이다.  

1-4. 산림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 신뢰가 높을 것이다.  

1-5.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가 클 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

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신뢰 

대상 

요인 

2-1. 절차적 공정성이 클 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2-2.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가 클 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다. 

2-3. 국유림 정책 성과가 클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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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정책 성과의 상관계수는 0.7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부록 11참고>.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두 

변수 중 하나를 제외하여 절차적 공정성(또는 정책 성과 평가),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국유림 이용관리 정책 수혜, 단체 참여, 산림관련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정책 성과 변수를 제외하였고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국유림 이용관리 정책 수혜, 단체 참여, 산림관련소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결과 이고, ‘모델 2’는 ‘모델 1’의 

관측치가 너무 작은 점을 고려하여 절차적 공정성 한 문항, 권위주의적 

공정성에 대한 대리변수를 선정하여 관측치를 높인 모델이다. ‘모델 3' 은 ‘모델 

1’에서 절차적 공정성 변수 대신 정책 성과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27>에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VIF를 

포함하는 자세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7>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1,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모형1 모형2 모형3 

표준화 계수 

(Beta) 

t 표준화 계수

(Beta) 

t 

 

표준화 계수 

(Beta) 

t 

 

절차적 공정성 .2770261 2.21 ** .4058373 3.81 ***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4997372 -3.72 *** -.253605 -2.39 ** .311281 -3.15 *** 

정책 성과        -.3579356 2.84 *** 

이용관리 정책 수혜 .1818482 1.53  .0856834 0.79  .0788299 0.74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유무 

.0735125 0.64  -.1041685 -1.00  -.0771296 -0.75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여부 

.0089135 0.08  .0756206 0.75  .115573 1.13  

가구 소득 -.1922118 -1.70 * -.1053399 -0.99  -.1391819 -1.34  

산림관련 가구소득  .1520115 1.32  .1783238 1.72 * .1662944 1.65  

상수  3.84   5.75  - 4.65  

 그 외 모형에 대한 정

보 

N= 44, F= 8.29*** 

R2= 0.6171,  

adj-R2= 0.5426 

N= 70, F= 6.43*** 

R2= 0.4206 ,  

adj-R2=0.3552 

N= 70,  F= 6.98*** 

R2= 0.4406 , 

 adj-R2=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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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1’의 다중회귀 분석결과  F값은 8.29이고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값이 모두 10.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R2값은 0.6171로 나타나 

독립변수 7개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약 62%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정된 R2는 0.5426이다.  

 ‘모델 1’ 회귀분석 결과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행사, 가구 소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공정성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산림관련소득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해 통계적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는 유의 수준 1%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델1’의 분석 결과는 ‘가설1-1’과 

‘가설1-2’ ‘가설3-1’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이다.  

 

위 변수들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절차적 공정성, 가구소득 순으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경우 관측치가 44로 관측치가 적다. 이에 관측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2’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와 상관성이 높은 절차적 

공정성 측정문항1과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측정문항2를 대리변수7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변수를 바꾼 후에 각 설명변수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정책 성과의 상관계수가 0.7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성과를 제외하고 

                                           
7
 절차적 공정성과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대리변수를 선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측치

를 높이기 위하여 원래의 절차적 공정성 변수와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변수와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8이상인 절차적 공정성1(첫번째 측정문항), 권위주의적 권력2(두번째 측정문항)

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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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델 2’의 F값은 6.43이고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값이 모두 10.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R2 값은 0.4206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7개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약 42%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정된 R2는 0.3552이다. ‘모델1’과 비교해보면, ‘모델2’는 ‘모델1’보다 관측치는 

늘었으나 설명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 회귀분석 결과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행사, 산림관련 

소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공정성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산림관련소득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해 통계적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는 유의 수준 1%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1’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하며, ‘모델 1’과는 다르게 

가구소득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산림관련소득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설 4-1’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이다.  

‘모델 3’은 ‘모델 1’의 설명변수 중 절차적 공정성을 제외하고 정책 성과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책 성과 변수가 강한 상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델 1’에서는 두 변수 중 정책 성과 변수를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면, ‘모델3’는 절차적 공정성 대신 정책 성과 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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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3’의 F값은 이고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 값이 모두 10.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R2 은 0.4406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7 개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약 44%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정된 R2 

값은0.3774 이다.   

 ‘모델 3’의 경우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와 정책 성과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성과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는 유의 수준 5%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1-2’와 ‘가설1-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에 따라 유의한 변수는 다르지만 다중회귀분석 결과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가구소득, 산림관련 

가구소득이 유의수준 10%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을 5%하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소득과 

산림관련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면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가구소득, 산림관련 가구소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가 가구소득과 

산림관련 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크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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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결과 요약 및 고찰 

1)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결과 요약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통해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참여여부, 참여기간), 기간, 국유임산물 채취 소득 

여부, 국유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수혜, 국유림 이용 빈도, 국유림과의 

거리, 신뢰성향에 따라 나눈 두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차분석 결과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유무, 가구소득의 정도로 주민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두 주민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했다.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여부, 산림관련 가구소득여부,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 수혜 정도에 따라 주민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했다.   

<표 28> 

집단간 차이 검정 방법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한 변수  

교차분석 
절차적 공정성***,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유무, 가구소득 

Wilcoxon 순위합 검정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 산림관련 가구소득여부(+),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 수혜 정도(+) 

총 합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유무, 가구소득, 가구소득여부,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 수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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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은 집단별 산림청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해당하는 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한 방법이고, Wilcoxon 순위합 검정은 집단별로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에 순위를 부여하여 집단별로 순위의 합과 기대순위합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3가지 범주로 축소하였고, Wilcoxon 순위합 

검정에서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5점 척도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결과에 대한 고찰  

협력적 국유림관리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관한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가설1-1,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와 ‘가설1-2, 협력적 

산림관리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할 수 없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첫째로는 데이터 수집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국유림 관리를 측정할 때는 

산림청의 일자리 사업(숲가꾸기패트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과 국유림 보호 

및 관리 제도(국유림 보호협약 제도, 국유림 대부, 산림복합경영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협력적 국유림 관리에 참여한다고 측정하였다. 그러나 각 

제도의 성격이 다르고 각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처럼 모든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협력적 국유림 관리라고 정의할 경우 

측정오차가 생겼을 수 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여 협력적 국유림 관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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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지 않고, 같은 특성을 가진 제도끼리 묶거나 사업 단독사업을 협력적 

국유림 관리를 측정한다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산림관리 참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안에 다양한 상황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수찬(2002)은 정치참여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정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기관을 불신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정치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민주적으로 움직이는 일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이 산림청과 함께 

국유림을 보호 하고 관리하면서 정책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않거나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협력적 국유림 관리에 참여한 

것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8  

 또한 산림청의 산림관리 방식이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Biljana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참여적 프로젝트가 Top-down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산림당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유림 관리 정책이 산림청에 의해 만들어 지고, 산림청이 

기회를 제공하는 Top-down이기 때문에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8
 추가적으로 협력적 국유림 관리와 절차적 공정성의 연관성과 협력적 국유림 관리와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의 연관성을 교차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각각의 두 변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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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역주민과의 협력하여 국유림을 관리할 경우에 Top-down 방식의 

국유림 경영 방식에 벗어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림자원 이용 특성 중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 

국유임산물 채취소득, 국유림 이용빈도, 국유림과의 거리는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모두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3. 국유림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의 정도가 클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가설 2-4. 국유임산물 채취 

소득으로 인한 정책 수혜의 정도가 클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가설2-5. 국유림 이용 빈도가 클수록 정책 수혜 정도가 클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가설2-6. 국유림과의 거리가 

멀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할 수 없었다.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의 경우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를 받는 주민이 적었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국유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가 높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을 규명할 수도 있다. 또한 국유림 채취 소득이나 국유림 이용빈도도 

데이터가 더 많이 수집된다면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했을 수도 있다. 

국유림과의 거리의 경우, 국유림과의 거리는 실제 거리가 멀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유림에 빨리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 거리가 

가깝더라도 도보를 이용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영향을 미쳐서 국유림과의 거리에 따라 두 집단을 나눴을 때, 

산림청간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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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설3-1. 가구소득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다를 것이다’‘가설 

3-2., 일반적인 신뢰성향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다를 것이다.’도 

채택할 수 없었다. 대인신뢰가 높은 주민 집단과 낮은 주민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응답자들의 대인신뢰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많은 산촌의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인신뢰를 측정할 때 한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대인신뢰의 

경우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사람에 대한 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친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로는 

종합적으로 대인 신뢰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는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에서 모두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절차적 공정성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즉, 지역주민이 산림청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이는 박종민과 배정현(2011)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의 경우,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즉, 

산림청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느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다. 이는 산림청의 행정에서 얼마나 민주성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달라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책 성과의 경우, 정책 

성과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즉,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할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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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다섯 번째,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유무과 가구 소득은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가 유의했지만, Wilcoxon 순위합 

검정에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검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을 

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두 변수의 가설 검정은 

다중회귀분석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가설 1-3.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와 ‘가설 3-1. 가구소득이 클 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의 채택여부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섯 번째,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와 산림관련소득, 국유림 이용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는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했고,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검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을 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두 변수의 가설 검정은 다중회귀분석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가설 1-4.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와 ‘가설 

2-1. 산림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주민의 산림청 신뢰가 높을 

것이다.’와 ‘가설 2-4.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의 

정도가 클수록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의 채택여부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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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요약  

집단간 차이 검정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변수9인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유무,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여부, 가구소득, 산림관련 가구소득 

여부,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 하고,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어떤 변수들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변수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결과 집단간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산림청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국유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국유림 이용 

관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가 클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관련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행사한다고 느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수들인 국유림 보호활동 경험, 지역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국유림 이용 및 관리정책 수혜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교차분석 결과에서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와 관련이 있는 변수였거나 Wilcoxon 검정 

결과 집단간 신뢰 차이가 유의했던 변수, 교차분석과 Wilcoxon 검정 두 가지 검정 방법에서 

모두 산림청에 대한 신뢰차이가 유의했던 변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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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 분석 결과 요약  

1) *p<0.1,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2)n.s.=유의미하지 않음. 3)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가구소득의 경우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4)가구소득과 

산림관련소득여부는 모델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음. 5)절차적공정성은 모델3에서 제외되었고, 국유림 정책 성과 

모델1,2에서 제외됨. 이는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임.  

 

 

<표 30>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 채택 여부  

1) 유의수준 10%수준을 기준으로 가설 채택여부를 결정하였음 2)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유의하게 낮았음, 

 

 

설명변인                    분석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신뢰 

주체 

요인 

국유림 보호활동 경험 n.s. n.s. n.s.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 n.s. n.s. n.s. 

가구소득(-) * n.s. n.s. 

산림관련 소득 여부 n.s. * n.s.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 수혜  n.s. n.s. n.s. 

신뢰 

대상 

요인 

절차적 공정성 ** ***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 ** *** 

국유림 정책 성과   *** 

  대립가설 
가설 채택 여

부  

신뢰 

주체 

요인 

1-1 
국유림 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

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기각 

1-2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지역주

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기각 

1-3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 신뢰가 높을 것이다 기각(-) 

1-4 
산림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 신뢰가 

높을 것이다.  
채택  

1-5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가 클 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기각 

신뢰 

대상 

요인 

2-1 절차적 공정성이 클 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채택 

2-2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가 클 수록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다. 
채택 

2-3 국유림 정책 성과가 클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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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 

첫째, 절차적 공정성은 모델에 따라 통계적 유의 수준 5% 또는 유의수준 1% 

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 절차적 공정성이 높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종민과 배정현(2011), 손호중 과 

채원호(2005)가 절차적 공정성이 정부 신뢰에 유의한 정(+)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측정한 문항을 고려해보면, 

국유림관리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숙고 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인식할수록 

산림청을 신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유림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산림청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나 마을 대표자 모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 주민에 따르면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청 

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인하여 마을주민이 마을 인근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직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의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관리소장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뀔 경우,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그들의 국유림 관리에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 수 있다.  

국유림 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산림 

가까이에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주민의 경우 주변 산림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이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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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활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국유림 관리소 

근무 직원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는 모델에 따라 통계적 유의 수준 5% 또는 

유의수준 1% 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2-2,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가 클 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산림청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산림청은 앞으로 국유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유림 관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국유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을 

강제로 집행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 등으로부터 국유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국유림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는 데 이런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적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국유림 보호도 중요하지만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막기보다는 주민이 산림청이 지역주민 위에 군림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선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유의 수준 1%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3,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는 산림청이 

지역주민에게 국유림 정책의 산출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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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측정 

항목은 전반적인 국유림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국유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정책 산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성과가 낮게 측정된 국유림 정책의 산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1,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즉, ‘가설1-1’의 가설 검정 결과는 산림청과 지역주민이 

함께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정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델에 따라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이 있을 경우가 없을 경우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가 있었다.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국유림 보호 활동 과정에서 산림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얻음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가 있다.  이는 국유림 보호 활동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얻으면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절차적 공정성과 권력주의적 

권력 행사를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 

검정을 진행한 결과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은 절차적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p=0.3)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92)<부록 표16,18>. 즉, 국유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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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산림청이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산림청으로부터 비민주적인 행정을 

경험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유림 보호 

활동에 참여할 경우, 국유림 보호 및 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민주적인 산림청의 행정을 통해 부정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에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기 때문에 검정결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국유림 보호 활동에 주민들이 국유림 정책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결국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만일 국유림 보호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국유림 

보호 정책과 산림청의 국유림 보호 정책 간에 차이가 있어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불만을 야기한다면 결국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유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국유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산림청이 시행하는 국유림 정책 중 일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임도, 사방댐), 소득사업 등으로 나누어 산림을 경영한다. 시설 

관련 산림경영의 경우 산사태 취약 중심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사업을 하는데, 사방댐 건설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인식한다면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환경단체의 경우 산림청의 사방댐 사업에 대하여 “사방댐이 하천과 

개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인공구조물이라는 

특성상 건설 초기부터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도영진, 

2017). 사례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일부는 마을 근처에 설치된 사방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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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컸다. 또한 산림청은 임목 생산을 위하여 개벌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개벌을 할 경우 

산림의 경관적 요소가 사라지므로 산림 근처에서 숙박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주민은 개벌을 싫어하였다.  

즉, 지역주민이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방식과 산림청이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국유림 보호 활동을 하는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정책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Pearson 카이제곱은 2.9872, p값은 0.084로 10% 범위 내에서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산림청 정책에 대한 평가 정도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1>.  

 

<표 31>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정책 성과 차이 교차분석 결과 

 

 

  

구분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총합 통계치 
낮음 높음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  

없음 
7 30 37 

Pearson chi2(2) = 

2.9872    

Pr = 0.084 

 

10.4 26.6 37.0 

있음 
14 24 38 

10.6 27.4 38.0 

총 합  
21 54 75 

21.0 54.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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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표를 보면 국유림 보호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국유림 정책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유림 보호 활동과 정책 성과간 교차분석 결과와 정책 성과와 

산림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유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국유림 정책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이므로 인과성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림보호활동 참여,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산림관련 가구소득 변수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관련 가구소득은 유의 수준 10% 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이에 ‘산림관련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국유임산물 채취 소득 여부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산림관련소득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비교하면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산림청을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지역주민이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산림관련 가구소득은 임산물 채취를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 임산물 가공업, 

산림의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숙박업과 요식업, 산림 관련 일자리 근로소득 

등 산림과 관련된 모든 가구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산림청은 단순히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국유 임산물 양여를 통해 임산물 

채취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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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산림관련소득의 경우 모델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때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정책 성과에 비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편이기 

산림청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산림관련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얻으면 산림청에 

대한 평가를 높게 내릴 수 있다. 산림청에 대한 성과를 높게 평가할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이 규명되었으므로 산림관련소득을 증대시켜 

국유림 정책에 대한 성과를 높인다면, 이는 결국 산림청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산림청의 국유림 이용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국유림 일자리 정책이나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준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혜택의 

근거에 관한 것이다. 정책 수혜는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로 측정된다. 이 때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이고, 시혜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국유림 정책이나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정책으로부터 얻는 혜택의 

시혜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산림 또는 생태계 그 자체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혜택의 내용을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 서비스로 

인한 혜택을 포함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국유림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산림청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국유 임산물 채취를 허가해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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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자인 국가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로 인한 혜택을 측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산림 생태계 서비스로 인한 혜택은 자연 그대로가 제공하는 것이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림소유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왕토사상에 

의거한 山林川澤 與民共之[산림천택 여민공지] 산림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당연히 산림생태계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국가기록원,2008; 

김동진, 2017). 한편 국유림의 창출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유자산으로 

인식되었던 뒷산이 일제에 의하여 국가소유산림으로 편입된 역사적 

사실에서도 지역주민의 국유림으로부터의 혜택이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 

정책과는 별도로 인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유림 정책으로 인해 받는 혜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혜택 평가 기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혜택 평가의 시점을 

현재로 하고 절대적 혜택 수준을 측정하였다. 박종민과 배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현재의 

혜택 수준을 측정했을 때에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민과 배정현(2011)의 연구는 

절대적 혜택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측정했는데 정부 출범 때와 현재를 비교한 상대적 혜택 수준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혜택의 정도를 비교대상 

없이 절대적으로 측정했을 때가 아니라 비교대상을 두고 혜택 수준을 

측정했을 경우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에 혜택 수준을 측정할 때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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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정도를 측정한다면 정책 수혜 정도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곱째, 가설 ‘가설 2-4,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 여부는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지 내 지역 공동체에는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영농조합, 대동계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공동체가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체활동 참여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단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인 대인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정부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설명된다(Putnam, 1993). Putnam(1993)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단체참여와 대인신뢰, 대인신뢰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 

살펴보았는데 상관계수는 -0.006으로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고, 

대인신뢰와 정부신뢰의 상관계수는 0.0481로 두 변수 역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 와 대인 신뢰,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규명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대인 신뢰를 측정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신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편인지를 측정하였으므로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포함하여 

대인신뢰를 측정한다면 단체활동 참여와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밝히고, 

단체활동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가설, 가구소득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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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대신에 가구 소득은 유의 수준 10% 

하에서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이는 

박희봉 등(2003)의 연구에서 소득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박희봉 등(2003)은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정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림청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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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질문인 

‘협력적 국유림 관리 지역주민의 산림청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의 산림 관리 방식이 아직까지는 Top-

down 방식으로 국유림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산림청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협력적 국유림 관리 참여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둘째, ‘국유림 인근 산촌주민들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정책 성과, 

가구소득, 산림관련 소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산림청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국유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국유림 이용 관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가 클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관련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행사한다고 느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절차적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정책 성과가 가구소득이나 

산림관련소득에 비해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산림청이 국유림 관리를 할 때 정책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하는지, 권위주의적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지가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 과정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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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책 성과도 산림청 신뢰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것이다. 비록 협력적 

국유림 관리는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산림청과 

지역주민이 함께 국유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따라 산림청에 대한 신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산림청은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지나치게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유림 관리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유림 관리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지양하며, 국유림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을 

강요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 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정책을 

결정 할 때에는 심사숙고 해서 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유림 정책 

성과의 하나로 산림관련소득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평창군 내 산림청과 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 4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를 기초 자료 삼아 좀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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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1> 

 <부록2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2> 

<부록3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3> 

<부록4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4>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지역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비참여 
8 7 17 32 

Pearson chi2(2) 

= 3.9551    

Pr = 0.138 

5.1 6.4 20.5 32 

참여 
4 8 31 43 

6.9 8.6 27.5 43 

총 합  
12 15 48 75 

12 15 48 75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 일자리  

정책 수혜 정도 

낮음 
10 14 42 66 Pearson chi2(2) 

= 0.6629    

Pr = 0.718 

 

Fisehr’s exact 

=0.771 

 

10.6 13.2 42.2 66 

높음      
   1 6 9 

1.4 1.8 5.8 9 

총 합  
12        15 48 75 

12 15 48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 이용∙관리 

정책 수혜 정도 

낮음 
10 10 27 47 

Pearson chi2(2) 

= 3.1381    

Pr = 0.208 

7.5 9.4 30.1 47 

높음 
2 5 21 28 

4.5 5.6 17.9 28 

총 합  
12 15 48 75 

12 15 48 75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신뢰 성향 

낮음 
1 4 9 14 Pearson chi2(2) 

= 2.0430    

Pr = 0.360 

Fisehr’s exact 

=0.373 

 

2.3 2.5 9.2 14 

높음 
11 9 39 59 

9.7 10.5 38.8 59 

총 합  
12 13 48 73 

12 13 4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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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5> 

<부록6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6> 

<부록7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7>  

<부록9 집단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차이 검정 교차분석 결과8>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산림관련소득 

없음 
10 11 30 51 Pearson chi2(2) 

= 2.1599    

Pr = 0.340 

Fisehr’s exact 

=0.373 

 

8.2 10.2 32.6 51 

있음 
2 4 18 24 

3.8 4.8 15.4 24 

총 합  
12 15 48 75 

12 15 48 75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 임산물  

채취 소득                                                                                                                                               

없음 
11 12 38 61 Pearson chi2(2) 

= 1.0100    

Pr = 0.604 

 

Fisehr’s exact 

=0.693 

 

 

9.8 12.2 39 61 

있음 
1 3 10 14 

2.2 2.8 9 14 

총 합  

12 15 48 75 

12 15 48 75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 이용 빈도 

낮음 
8 7 21 36 

Pearson chi2(2) 

=   1.7345    

Pr = 0.420 

5.9 7.4 22.7 36 

높음 
4 8 25 37 

6.1 7.6 23.3 37 

총 합  
12 15 46 73 

12 15 46 73 

구분 
산림청에 대한 신뢰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높음 

국유림과의 거리 

짧음 
3 8 26 37 

Pearson chi2(2) 

=   3.0688    

Pr = 0.216 

5.7 7.7 23.6 37 

김 
8 7 20 35 

5.3 7.3 22.4 35 

총 합  
11 15 46 72 

11 15 4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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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중요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정부신뢰 1.00          

절차적 

공정성 
0.63  1.00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0.53  -0.50  1.00        

정책 성과 0.53  0.76  -0.48  1.00       

이용 관리 

정책 혜택 
0.28  0.23  -0.27  0.19  1.00      

국유림 보호 

활동 경험 
-0.12  -0.12  0.19  -0.07  0.04  1.00     

단체 0.22  0.15  0.01  0.13  0.18  0.12  1.00    

가구소득 0.02  -0.05  -0.13  0.09  0.27  -0.28  0.04  1.00   

산림관련 

가구소득 
0.25  0.18  -0.06  0.10  0.22  0.09  0.27  0.13  1.00  

 

 

<부록11> 중요변수간 상관관계2 

 1 2 3 4 5 6 7 8 9 

정부신뢰 1.00          

절차적 

공정성1 
0.53  1.00         

권위주의적 권

력 행사2 
-0.42  -0.35  1.00        

정책 성과 0.53  0.72  -0.37  1.00       

이용 관리 

정책 혜택 
0.28  0.20  -0.23  0.19  1.00      

국유림 보호 

활동 경험 
-0.12  -0.08  0.13  -0.07  0.04  1.00     

단체 0.22  0.08  -0.08  0.13  0.18  0.12  1.00    

가구소득 0.02  -0.03  -0.16  0.09  0.27  -0.28  0.04  1.00   

산림관련 

가구소득 
0.25  0.10  -0.04  0.10  0.22  0.09  0.27  0.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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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산림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1  

 산림청에 대한 신뢰 

(모델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 t p VIF 

B S.E Beta 

절차적 공정성 .1526584 .0689388 .2770261 2.21 0.033 ** 1.47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2177508 .058457 -.4997372 -3.72 0.001 *** 1.69 

이용관리 정책 수혜 .1947668 .1276058 .1818482 1.53 0.136  1.33 

국유림 보호 활동 유무 .1818303 .282648 .0735125 0.64 0.524  1.23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여부 

.0228922 .2919333 .0089135 0.08 0.938  
1.21 

가구소득 -4.52e-09 2.66e-09 -.1922118 -1.70 0.098 * 1.2 

산림관련 가구소득  1.27e-08 9.59e-09 .1520115 1.32 0.194  1.24 

상수 3.405969 .886024  3.84 0.000   

R2 0.6171 

adj-R2 0.5426 

F 8.29*** 

N 44 

*p<0.1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부록 13> 산림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2 

 산림청에 대한 신뢰(모

델2)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 t p VIF 

B S.E Beta 

절차적 공정성 .4611662 .1209818 .4058373 3.81 0.000 *** 1.21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2478186 .1037278 -.253605 -2.39 0.020 ** 1.21 

이용관리 정책 수혜 .0864815 .1088658 .0856834 0.79 0.430  1.24 

국유림 보호 활동 유무 -.2323757 .2326397 -.1041685 -1.00 0.322  1.16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1712267 .2296752 .0756206 0.75 0.459  1.1 

가구소득 -2.49e-09 2.50e-09 -.1053399 -0.99 0.324  1.2 

산림관련 가구소득  1.47e-08 8.52e-09 .1783238 1.72 0.091 * 1.15 

상수 2.85848 .4972001  5.75 0.000  - 

R2 0.4206 

adj-R2 0.3552 

F 6.43*** 

N 70 

*p<0.1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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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4>산림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3 

 산림청에 대한 신뢰(모

델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Beta 

정책 성과 .4459157 .156927 .311281 2.84 0.006 *** 1.43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1488538 .0472831 -.3579356 -3.15 0.003 *** 1.33 

이용관리 정책 수혜 .0774056 .1039712 .0788299 0.74 0.459  1.24 

국유림 보호 활동 유무 -.1677383 .224995 -.0771296 -0.75 0.459  1.19 

지역 공동체 단체활동 

참여 

.2550158 .2248069 .115573 1.13 0.261  
1.15 

가구소득 -3.19e-09 2.37e-09 -.1391819 -1.34 0.184  1.19 

산림관련소득  1.28e-08 7.73e-09 .1662944 1.65 0.104  1.13 

상수 3.155503 .6789937 - 4.65 0.000  - 

R2 0.4406 

adj-R2 0.3774 

F 6.98*** 

N 70 

*p<0.1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부록15> 협력적 산림관리 참여여부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 교차분석 결과  

 

<부록16>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 교차분석 결과  

 

구분 
절차적 공정성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협력적 산림관리  

참여 경험 

참여 
13 17 30 

Pearson chi2(2) 

= 0.0206    

Pr = 0.886 

12.8 17.2 30.0 

비참여 
7 10 17 

7.2 9.8 17.0 

총 합  
20 27 47 

20.0 27.0 47.0 

구분 
절차적 공정성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있음 
12 12 24 

Pearson chi2(2) 

= 0.  

Pr = 0.3 

10.2 13.8 24.0 

없음 
8 15 23 

9.8 13.2 23.0 

총 합  
20 27 47 

20.0 27.0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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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 협력적 산림관리 참여 경험에 따른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교차분석 

결과  

 

<부록 18>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교차분석 

결과  

  

구분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협력적 산림관리  

참여 경험 

참여 
30 11 41 

Pearson chi2(2) 

= 1.1472 

Pr = 0.701 

29.3 11.7 41.0 

비참여 
20 9 29 

20.7 8.3 29.0 

총 합  
50 20 70 

50.0 20.0 70.0 

구분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총합 통계치 
 낮음 보통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경험 

있음 
8 15 23 

Pearson chi2(2) 

= 1.1126  

Pr = 0.292 

 

9.8 13.2 23.0 

없음 
12 12 24 

10.2 13.8 24.0 

총 합  
20 27 47 

20 27 47.0 



106 

 

<그림 14>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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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residents’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A case study of 

Pyeongchang-gun, Korea 

 

Park Seon-Yeong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ccess of national forest governance relies on the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For the forest administration to 

manage national forests efficiently, local people’s trust the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South Korea,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has introduced a 

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scheme to manage national forests 

more efficiently. As a part of the collaborativ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cheme, KFS signs contracts with local communiti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forests. Under these contracts,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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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given the right to access national forests and collect non-

timber forest products in return for protecting the forests. Case 

study sites were selected among the villages that participate in the 

collaborativ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cheme through the 

national forest protection contract to measure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local people’s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Local people who reside in 

the community near national forests were interviewed to measure 

their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Among the villages 

that participate in the 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scheme with 

the KFS, four villages were selected as case study sites to measure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The sample was split into two groups (high and low) according to 

the variable mean of the ratings obtained for procedural fairness, 

authoritarian power, policy outcome evaluation, forest protection 

experience, household income, and forest-related household 

income. The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showed that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vari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wo 

groups of each variable analyzed. Among the variables, group of 

variables which is considered to have significant effect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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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validation test and the Wilcoxon ranksum test is selected if variable 

passed either test or both. 

Throug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procedural fairness, policy evalu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and forest-related household income positively influence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arian power and household 

income have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s on trust in the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Procedural fairness, authoritarian 

power, and policy outcome evaluation affect trust in government to 

a greater extent as compared to household income and forest-

related household incom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o improve trust in the government 

with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s, the forest 

administration should improve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y 

outcome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arian system be 

transformed to a more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Keywords : (6단어 이내) 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trust in 

government, national forest,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trust 

Student Number : 2015-2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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