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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verify curative effect of lavender and lawn, a green space composition factor. Thus, 

the physiological index value of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salivary amylase were measured with object of 16 women 
in their 20~30s for stress relaxation effect at lavender garden and lawn square, and impression assessment upon SD 
method as for psychological value was performed in this study.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necessity and reason of 
urban green space with object of 345 men and women urban workers.

As a result of variance analysis between groups and multi test of Turkey upon object place, the blood pressure was 
lowered the same at lavender garden and lawn square, and especially, high blood pressure was greatly lowered to 30 
mmHG at lavender garden. 

On the other hand, low blood pressure group showed the tendency of a little increasing at the same places. And for the 
pulse,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high blood pressure group and normal group at the same places.

To conclude, at lavender garden and lawn square the blood pressure was made to be lowered when it’s high, and when 
it’s low, the effect of returning to sound status, the function of increasing, was verified. In case of impression assessment 
upon SD method, the lawn square was assessed as resting place and lavender garden diversional place. And over 90% of 
urban workers responded to the green space’s necessity and curative effect, diversion and resting place were adopted for 
the reason in high-ranking items. As above the green space pattern that urban workers require and curative effect of 
lavender garden and lawn square were verified. Therefore, the functional green space plan is required, which curative 
effect, diversion and resting place are considered, for the future green space pl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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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불안정한 사회정서, 자연 환경의 파괴, 저출산․고

령화에 따른 장래의 불안 등 우리 주변의 환경은, 항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미병未病｣이라고 불

리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미병에 대해 동양

의학 개념으로 해석하면, 아직 병에는 이르지 않았지

만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

면, 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어딘가가 좋지 않다고 느끼

고 있으나, 생활하는데는 지장을 초래할 만큼 나쁘지

는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투약할 정도는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 이 미병을 그대로 두면 병이 되어버

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는 미병이 아니라 완전히 병

을 앓는 환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건강한 생

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병 상태에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현재 녹지에서 요구되는 기능이나 기술은 다

양화 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녹지계획 및 설계․시공 

녹화기술과 더불어, 열섬현상의 완화나 그린네트워

크를 목적으로 한 옥상녹화․벽면녹화와 같은 도시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Yamada, 2001, 2004). 그러나 

최근에는 녹지에 의한 치유효과가 의․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하여 녹지에 요구되는 기능으로서 사

람의 건강유지나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치유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Iwasaki, 2008; Nasu 등, 2008; 
Min-Hee Lee 등, 2011; Hyun-Ju Jo 등, 2010). 이러

한 배경에는 의료복지 분야에 요구되는 기능도 다양

화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약에 대

한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문제, 체질 등의 영향으로 

서양의학적인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

브식물이나 한방을 이용한 동양의학이 주목받고 있

는 것, 고령자의 건강 유지나 작업요법 등 재활 치료

의 대체의료로서 허브나 향기치료, 원예치료가 주목

받고 있는 것, 산림을 이용한 산림치료나 자폐증 어

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 카운슬링 등이 실시되어 

온 것 등을 들 수 있다(Uehara, 2003; Kweon 등, 2005; 
Matsuo, 1999; Miyazaki, 1994; Cho, 1998, 2002, 
2006). 

이들에게 공통되는 키워드는 녹지(식물)와 사람의 

건강이다. 실제로 각각의 대상지에서 관련된 작업을 

연관시켜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몇몇 보이지만, 그 효

과 검증(근거)을 목적으로 한 연구나 보고는 아직 미

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이나 녹지가 가지는 치유적 효

과에 대해서, 의․과학적으로 접근한 근거를 바탕으

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녹지에 의한 치

유에 대하여, 그 메커니즘을 해설한 뒤, 스트레스가 높

은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도시에서 녹화공간의 치유적 

효과에 대해 규명하고 향후 이를 근거로 치유 녹지공

간계획․설계를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2. 자료 및 방법

1) 식물에 의한 치유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였고, 
7월 일본의 치바현(千葉県), 노다시(野田市)외 시미즈 

공원 내 식물원에서 20~30대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효과에 대해 라벤더 가든과 잔디광장을 

대상지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생리 지표값을 얻기 위해 대상자 전원의 혈압, 

심박수, 타액아밀라아제를 측정하였고, 심리적 지표

값을 얻기 위해 SD법에 따른 인상평가를 실시하였

다.
3) 도시 근무자 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도시녹지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설문을 실시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향후 녹지공간 계획 시 치유녹

지 도입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3. 녹지에 의한 치유란

3.1. ｢치유｣의 의미

 ｢치유｣에 대하여 사전에서는 ｢병이나 상처 등을 

낫게 하다｣,  ｢슬픔이나 고통을 없애다｣등 이라고 기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온화하게 한다｣

라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치유｣라는 말

은, 영어로  ｢healing｣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낫게 하는 것, 치료하

는 것｣이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허브나 향기치료, 산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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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ction of stress By plants and constancy of human.

료나 원예치료 등 식물이나 녹지를 이용하는 활동은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행하는 

치료와 치유적 활동에 대하여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

가 있다. 치유적 행위와 의사의 행위 구별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치유｣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 방법은 연구 분

야나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다. 녹지에 요구되고 있는 

치유효과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인 스

트레스를 완화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

지에서의  ｢녹지에 의한 치료｣는,  ｢식물에 의해 사람

의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바꿔 말 할 수 있다.

3.2. 스트레스 완화의 메커니즘

｢식물에 의해 사람의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이

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체 내의 상태를 일정

하게 지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성질을 ｢항상

성Homeostasis｣이라고 한다. 이 항상성은 신경계, 면
역계, 내분비계의 3계의 상호 밸런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된

다(Hagiwara, 2001; Komori, 2000). 사람이 스트레스

를 받으면 먼저 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된다. 그 다음, 
내분비계에 전해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
역계에 전해져 저항력이 저하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몸상태(컨디션)가 

나빠지게 된다.(Fig. 1) 이 때, 증상이 더 악화하면 당

연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때에는 신경

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 각 계에 직접적으로 개선할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치를 꾀한다. 한편, 식물에 의

한 스트레스 완화는 이 항상성 회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에 스트레스 자극을 

주는 부분에 영향을 주어 그 자극을 완화시키는 것으

로, 항상성을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몸상태(컨디션)
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는,  ｢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몸상태

(컨디션)를 원래의 (좋은)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

다. 허브나 향기치료, 산림치료, 원예치료 등 ｢치료｣

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일반적인 이미지로서는 의

사가 행하는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

는 경우가 있지만,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3.3. 스트레스 완화의 지표와 측정 

식물에 의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크게 나

누어 생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리적 측면의 지표로는 Fig. 1 에서 보듯이 각 계

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녹지에 의한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경계에서는 혈압이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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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등의 측정에 의해 교감 신경이나 부교감 신경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 면역계에서는 채혈에 따른 혈액 

중 IgA(면역글로불린A) 등의 항체를 조사하는 것, 내
분비계에서는 타액 등의 채취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

몬인 코르티솔 농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녹지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타액에 들어있는 타액 코르티솔은 타액을 채취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

은 연구에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르티

솔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지만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액 아밀라아제를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산림이나 녹화 공간 등 실외에서 실험

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액 아밀라아제를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심리적 측면의 지표로는, POMS(기분 프로필 

검사)나 SD법(인상평가법)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수법에 따른 검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을 이용

해 식물이 관여하는 것에 의한 사람의 감정이나 인상 

변화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

도 앙케이트나 히어링 조사만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

를 바탕으로 한 검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라벤더가든과 잔디광장에서의 스트레스 완화 실험

녹지와 접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상

태(컨디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전술했듯

이, 이 것을 검증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스트레스 완

화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Iwasaki 등, 2007).
본 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노다(野田)시의 시미

즈공원(清水公園) 내 식물원에서 실시하였는데, 식물

원 내에는 환경요인이 같은 대상지에 라벤더가든과 

잔디광장이 인접해 있고, 잔디광장에는 금잔디 Zoyia 
matrella Merr.가, 라벤더가든에는 잉글리쉬 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 cv.Hidcote가 식재되었다. 라
벤더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이나 후각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허브이며,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여 라벤더 오일이나 향기를 이용한 상품이 많이 생

산․판매되고 있고, 잔디는 도시공원에 대부분 식재

되고 있는 지피 식물로써,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있다. 실험은 이

하의 순서 1)~3)으로 실시했다. 또한, 생리 지표에 관

해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비교할 때의 기준치로서 먼저 실내에서 안정된 상태

로 생리지표(혈압, 심박수, 타액 아밀라아제)의 값을 

측정했다.
1) 실험대상지에 인접한 실내 휴게소에서, 의자에 

앉아 5분간 안정 상태를 취한 뒤 혈압, 심박수, 타액 

아밀라아제를 측정하였다.
2) 라벤더가든에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5분간 안

정 상태를 취한 뒤 혈압, 심박수, 타액 아밀라아제를 

측정, SD법에 따른 인상 평가 실시하였다.
3) 잔디광장에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5분간 안정 

상태를 취한 뒤 혈압, 심박수, 타액 아밀라아제를 측

정, 심리적 지표값으로 SD법에 따른 인상 평가 실시

하였다.
한편, 순서 효과의 영향을 고려해 피험자의 반은 2)

와 3)의 순서를 바꾸어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20대부

터 30대의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했다. 향기에 대한 

반응에는 성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험

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피험자간에 실험을 시작하기 전인 안정 상태에서 

측정한 혈압의 수치에 큰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안
정 상태에서의 혈압(최고혈압, 최저혈압) 수치에서 

고혈압(최고혈압: 130 mmHg 이상, 최저혈압: 90 
mmHg이상), 정상(최고혈압: 100-130 mmHg, 최저

혈압: 60-90 mmHg), 저혈압(최고혈압: 100 mmHg이
하, 최저혈압: 60 mmHg이하) 등 3개의 그룹으로 나

눴다.
Table 1에서 보듯이, 각 그룹은 라벤더가든과 잔디

광장에서의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나타냈다. 표의 값

은, 실험 시작 전의 안정 상태일 때와 각 대상지에서의 

값의 차를, 각 혈압 그룹의 평균으로 나타낸 것과 표준 

편차이다. 
대상지마다, 그룹간 분산분석과 Turkey의 다중검

정을 한 결과, 최고혈압에 대해서는, 정상 그룹과 저혈

압 그룹에는 유의차가 없었지만, 고혈압 그룹과 정상 

그룹, 저혈압 그룹 간에는 5% 수준의 유의차가 나타

났고, 잔디광장과 라벤더가든에서 혈압이 내려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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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 Square Lavender garden

high blood
pressure normal low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 normal low blood

pressure

subject
(n) 4 8 4 4 8 4

maximal blood pressure
(mmHg) -15.0±1.5a 0±4.5b 4.0±0.4b -30.0±7.0a -3.0±7.0b 5.0±2.8b

minimum blood pressure
(mmHg) 1.0±0.5a 0.5±1.7a 0.8±0.3a -11.0±5.5a -1.0±4.0b 1.5±1.7b

pulse rate
(pulse/minute -7.0±0.7a -2.0±2.5b 2.0±3.1b -10.0±1.5a 2.0±3.0b 6.0±3.5ab

* Values represent the average and the average deviation of each subject.
* Classified by the value of the blood pressure in a stable state.
* Tukey's multiple-test shows 5% level between the same elements, indicating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1. Change of blood pressure and pulse in lawn and lavender garden

고혈압 그룹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라벤더가든에서는 최고혈압이 30 mmHg로 크게 떨어

지는 경향이 보였다. 저혈압 그룹은 잔디광장, 라벤더

가든 어느 쪽에서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고, 고혈압 

그룹과는 반대로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보였다. 
최저혈압에 대해서, 잔디광장에서는 유의차가 없

었지만, 라벤더가든에서는 고혈압 그룹과 정상 그룹, 
저혈압 그룹 간에 유의차가 나타나, 고혈압 그룹의 최

저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맥박에 대해서는, 잔디광장에서는 고혈압 그룹과 

정상 그룹, 저혈압 그룹 간에 유의차가 보였는데 고혈

압 그룹의 맥박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다. 라벤더가

든에서는 고혈압 그룹과 정상 그룹 간에는 유의차가 

나타났지만, 저혈압 그룹과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

았다.
대상지 간으로 비교하면, 혈압에 관해서는 잔디광

장보다 라벤더가든이 혈압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높다

는 것이 시사되었다. 또 순서 효과에 대한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2가지 순서의 그룹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

터를 비교했지만 순서에 의한 차이는 특별히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잔디광장, 라벤더가든 모두 고

혈압인 사람에게는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혈압과 맥박을 유지 또는 

높이는 경향이 시사되었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하며, 녹지는 혈압강하제와 같

이 대체로 모든 사람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

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고, 낮은 경우

에는 높이는 기능, 즉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심리적 지표값으로부터 SD법에 따른 인상평가 효

과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잔디광장은 라벤더가

든 같이 자극적이고 흥미롭지는 않지만, 안정되고 수

수한 인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라벤더

가든은 잔디광장 같은 안정되고 수수한 인상은 없지

만, 흥미롭고 화려하며 자극적인 인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D법에 따른 인상평가 효과에 대해서

는 차후 상세히 발표할 것임으로 본고에서는 표와 그

림 등을 생략함) 
이상의 결과에서, 잔디광장은 생리적․심리적으로

도 안정되며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보였으므로 ｢휴식｣

의 장소로서, 라벤더가든은 생리적으로는 안정되는 효

과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인상을 가지는 것으로 청자색 꽃의 입체감과 향기발

산 등에 따라  ｢기분 전환｣의 장소로서 평가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라벤더는 근무 중에 기분 전환 등을 

원하는 오피스가의 포켓파크나 옥상녹화 등의 식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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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癒し効果

リフレッシュ効果

休憩場所として

ヒートアイランド緩和効果

空気清浄効果

美観向上

緑が好き

昆虫や鳥等の休息の場として

スポーツ・レクリエーションの場として

社員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として

その他

無回答

n=311

Healing effects
Diversion effect

As a resting place
Heat island phenomenon mitigating effects

Air-cleaning effect
Aesthetic improvement

Because I like green
As a resting place for insects or birds

As a venue for sports or recreation
As a revue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s

Other
No Response

Fig. 2.  Why are the green areas required in the city? (Multiple answer)

도 응용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등에서도 부분식재가 

요구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원한다면 잔디광장을 

이용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스트레스 완화의 장으로서의 도시 녹지

최근 도시 재개발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

는 시책으로서 넓은 면적의 녹지를 조성하는 프로젝

트를 볼 수 있다. 건축물 외부 공간에 녹지를 정비하는 

것에 의해서 프로젝트는 열섬현상 완화․빗물 보유․

대기 정화 등의 도시 환경의 개선, 생태계 보전, 경관

의 향상, 건강․치유의 장 제공, 피난처 확보 등 다면

적인 효용을 사회에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이나 내각부의 조사에 의하면(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05; 
Government Public Relations, 1994), 사람들은 녹지

에 대해서  ｢청량감이 높아진다｣  ｢어메니티 (쾌적성)
가 높아진다｣  ｢피로감을 완화시킨다｣  ｢마음에 여유

를 주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등 정신

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었다. 특히 이 

기대감은 도시 생활자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서, 녹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도시 근무자 일반 남녀 345명
을 대상으로 직장 주변의 도시 녹지에 관한 앙케이트

를 실시 했다. 그 결과, 도시에 녹지가 필요한지에 대

한 질문 결과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

며, 응답한 311명은 그 이유에 대해서 Fig. 2처럼  ｢치

유 효과｣나  ｢기분 전환 효과｣,  ｢휴게 장소로서｣라는, 
사람의 심신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관한 항목

이 상위 3개의 이유로 선택되었다. 지금까지의 도시 

녹지에서 주목받고 있던 ｢열섬현상 완화｣나  ｢공기 청

정 효과｣, ｢미관 향상｣ 등의 도시 환경 개선에 관한 항

목보다도 그 비율이 높고, 3개의 항목 모두 과반수 이

상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기업이나 단체로서는 CSR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의 PR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

해, 도시 녹화는 환경 개선 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해 왔

지만, 실제로 도시 근무자 개인으로서는 도시 녹지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라고 하는 스스로의 건강에 관한 

부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오늘날, 심신의 스트

레스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

들이 녹지나 식물에서 원하는 기능은, 앞으로도 신체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심신의 건강｣에 

관한 요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제부터는 환경에 대한 효과

만이 아니라,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

리후생의 일환으로서, 또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한 지역 복지의 일환으로서도 도시 녹화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1493녹지구성 인자로써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cv.Hidcote)와 잔디(Zoysia japonica Steud.)의 치유적 효과

6. 결 론

녹지의 치유적 효과가 널리 인식되어 가든이나 공

원 등 녹지계획에 반영 된다면, 현대 사회의 커다란 문

제로 안고 있는 ｢심신의 건전｣에 대해 서양의학을 근

간으로 하는 의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care｣와  ｢cure｣의 차이로

써, 의사가 행하는 ｢cure｣는  ｢치료｣하는 것이며, 완
치라고 하는 최종 골을 목표로 하기 위한 행위지만, 
의사 이외의 자연치유는 사람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 

｢care｣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돌보는 것｣이나 ｢간

호｣라고 하는 의미이며, 사람의 건강을 계속, 또는 나

빠지지 않도록 돕는 행위이다. 그 행위를 원활히 실행

하기 위한 도구로서 녹지와 식물이 있으며, 본고에서 

검증한 녹지구성 인자의 생리적․심리적 효과에 대하

여 향후 녹지계획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 의학의 시대이며 힐링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현대인에게 심신

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유 식물은 향후 필요 불

가결한 도구이고 치유전문의 가든․공원 등이 반듯이 

필요한 요인으로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치유 녹지계획에 대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식물을 근간으로 하는 학제간 녹색 융합이 요

구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조경, 산림, 의학 분야가 학

제간 융합을 통해 녹지와 식물을 이용한 치유효과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둘째, 학계에서는 치유식물에 관련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근거로 

녹지계획․설계에 치유식물이 응용되어야 하고, 업계

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생산과 상품개발을, 정부에서

는 국민건강,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도적 측면이나 예

산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치유 관련제도나 지경부의 의료관

광 관련제도, 그 외 환경부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조례와 예산책정을 하고 있지만 많

은 부분에서 행정과 예산이 중복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부에서 통합관리 

운영해야 한다. 

건강한 삶,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동서고금과 남

녀노소를 떠나 인류의 근본적인 욕구이고 이는 불변

한다. 따라서 녹지와 식물을 이용한 치유가든, 공원조

성 등을 통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은 녹지관련 

행정이나 전문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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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緑(midori)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로는 녹색을 

의미하나, 색깔 이외에도 신록, 풀, 나무, 새 싹, 어린 잎, 
식물 일반, 더 나아가 삼림, 자연 등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공간을 의미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녹지｣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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