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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sses from desolate urban environments cause illnesses and worsen health conditions of urban residents, while natural

environment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human. Natural healing programs such as forest therapy and horticultural therapy

can be differentiated by the characteristic of activity space. However, previous studies of healing programs have focused

on either forest therapy or horticulture therapy and there is a limit to comprehending the effects of adopting and connecting

various healing program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forest therapy and horticultural therapy

to identify the effects and differences by types of healing programs.

The before and after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and forest therapy are measured by experiment and survey for

5 days with 5 subjects in each program. For physiological reaction, blood pressure, pulse, and cortisol levels are measured

and the profile of moods states(POMS) is used to measure psychological reaction. Collected data are analyzed with the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Paired-Sample T-test in SPS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orest therapy and horticultural therapy show positive effects in physiological

and physiological aspects, 2) forest therapy is more effective than horticultural therapy in physiological relaxation and stress

mitigation, 3) horticultural therapy has a tendency to alleviate depression more effectively than forest therapy. In conclus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ealing programs and design guidelines

for healing spaces through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ealing program.

Key Words: Physiological Reaction, Psychological Reaction, Stress, Alleviate Depression

국문초록

삭막한 도시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건강을 악화시키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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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치유효과를 준다. 자연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은 활동공간의 특성에 따라 숲치유와 원예치료로

구분할수있다. 그러나치유프로그램에대한연구는독립적으로이루어져다양한프로그램의적용과 연계에따른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숲치유와 원예치료의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 프로그램의

효과와 차이점을 밝혀 향후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치유공간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은숲치유 5명, 원예치료 5명의피험자를 대상으로 5일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실시하였다. 생리적

반응은 혈압, 맥박, 코티솔 변화량으로 측정하였고, 심리적 반응은 기분상태검사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 for windows의 분산분석(ANOVA)과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숲치유와 원예치료는 생리적, 심리적으로 모두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2) 숲치유는 원예치료보다 생리적

이완과스트레스감소에더효과적이고, 3) 원예치료는숲치유보다우울감감소에더효과적인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위 결과는 각 치유프로그램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치유공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와

지침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생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 스트레스, 우울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우리나라국민대다수가거주하는도시환경은외부자

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적응하기 위하여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며(Herzog et al., 1997), 도시의 복잡하고 다양

한 사회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준다(Shin

et al., 2007).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증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며

(Kim et al., 1989), 반복되거나장기화되면다양한질병을발생

시키거나 악화시킨다(Kim, 1999).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

활에서스트레스를줄이고해소할수있는기회의제공이필요

하다. 특히실증적연구를통해치유효과가밝혀진자연을일상

생활에서누구나쉽게접할수있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을 접하는 것보다 자연을 인지하고 관찰

함으로써 치유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Kaplan and Kaplan,

1989). 또한 이웃과 고립된사람들이나 가족, 단체, 친구 등 밀

접한 사회집단이 없는 사람들의 질병 발생빈도가 친밀한 사회

집단을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고, 갈 곳이 없고 말상대

가 없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증상, 감각기능의 변화 증상

을일으킨다(Kaplan, 1987). 따라서 치유프로그램의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주변사람과의 친

밀감을높일수있어야할것이다. 치유프로그램은비통제환경

인숲에서명상, 산책, 휴식, 조망과같은활동이일어나는숲치

유와통제환경인실내에서식물재배, 식물 소재를 이용한공예

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예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숲치유는 숲의 다양한 환경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에

게긍정적인효과를주는것으로써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

률 제2조에서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

고 있다.

원예치료는 실내와 실외에서 식물의 재배에 초점을 둔 원예

활동을 통해 치료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정

신장애인이나정신지체아에게원예활동을시키는과정에서그

효과가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많

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특정대상을 위한 전

문적인치료뿐만아니라일반인들의치유도포함하고있다(Son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서자연물을활용한일반인

들의 치유로 원예치료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숲치유와 원예치료는자연을활용한치유프로그램으로써인

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나 관련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연계에 따른 효과를 파악

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본연구는비통제환경인숲에서이루

어지는 숲치유와통제환경인 실내에서이루어지는원예치료 이

후나타나는 피험자의생리적․심리적반응을통해치유프로그

램에 따른 효과와 차이점을 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치유공간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용어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Healing)’라는 개념은 앵글로 색슨 어원의 Haelen으로

‘완전하여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신과 육체와 영혼의

하모니는건강을의미하며질병에서벗어나는과정도정신, 육체,

영혼이 하나로 완전하여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Kang,

2003). 즉치료는의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질병상태를건강상

태로회복시켜주는의미로해석하는반면, 치유는 그 이외에도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통해건강에 접근해 가

는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질병상태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숲치유와�원예치료의�치유효과�분석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9

한국조경학회지�제�43권� 3호(2015년� 6월)� �45

과건강증진에까지그의미를확대해석하게한다(Choi et al.,

2004). 치유의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공간과 연계가 된다면 사회적이거나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가

질 수도 있다(Min, 2013).

본 연구에서 치유는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인간에게 정신

적․신체적회복을주며이를통해건강한상태로접근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2) 숲치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

고건강을증진시키는활동으로정의하고있다. Lee et al.(2011)

는자연환경중에서도산림을대상으로산림이가지고있는다

양한자연환경요소즉, 경관, 소리, 향기, 피톤치드, 음이온, 광

선, 기후, 지형 등이 인간의 신체조직과 생리적․감각적․정신

적으로 교감하여 인간의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숲속 활동으

로 정의하였다.

산림치유는 크게 치유대상에 따라 특정 목적별 프로그램과

일반인대상프로그램으로구분할수있다. 국내 산림치유프로

그램은대체적으로정신적, 사회적 건강도가낮은집단을대상

으로 한 사례가 많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산림치유프로그램

보다 정신적 건강도가 훨씬 낮은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 참여비율이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자아성찰혹은명상과같이전문가이드없이혼자

할수있는활동들이원예치료프로그램에비해비교적많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반드시 원예치료사가 참여자들을 인솔하

고 진행하는 활동들이 대다수이다(Lee et al., 2011).

3) 원예치료

미국원예치료협회(Americal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AHTA)는 ‘식물과원예활동을이용하여인간의사회, 심리및

신체적적응력을개선시키고이를통하여인간의신체및정신

적치유를도모하는과정’을원예치료라고정의하고있으며, 우

리나라의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활

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

르고이로말미암아육체적재활과정신적회복을추구하는전

반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예치료의 주된 치료적 양상은 식물을 돌보는 것으로 살아

있는식물을사용하는것을전제로양육한식물의결과물로예

술작업이나만들기를하거나여행등으로직접체험, 수집한식

물들을소재로관련된활동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Lee, 2006).

그러나 국내 원예치료는 48%가 실내, 실내와 실외를 겸한 활

동 51%, 실외활동 2%로실내가많은비중을차지함에따라실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장식 및 재배산물의 이용에 관련한 꾸

미기 위주의 활동이 많다. 이는 일회기 활동으로 결과물이 완

성됨으로써대상자에게즉각적인성취감을부여할수있고, 실

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기르기(재배)나 느끼기(감상) 활동에

비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꾸미기(장식 및 이용) 활동이

날씨와 활동 장소의 제약이 적고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Han et al., 2009).

Ⅱ. 연구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숲치유대상지는접근성이좋은도시숲으로서임상선호도가

높은 편백나무숲과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의

료시설이인접해있어도시형치유의숲으로잠재력이있는전

주시 건지산의 편백나무숲 일대와 오송제에서 실시하였다. 전

주시 건지산은 광역권 도시근린공원인 덕진공원에 속해 있는

도시숲으로써 접근성이 뛰어나 인근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에게 자연휴식처이자 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급병원

인전북대학교병원이건지산의편백나무숲, 상수리나무숲과평

지로 접해 있어 병원과 연계한 치유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공간이다(Figure 1 참조).

건지산의 주요식생은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 화

백나무(Chamaecyparis pisifera), 잣나무(Pinus koraiensis) 등

의 인공조림된 침엽수인공림이 우점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갈참나무(Quercus aliena) 수종들로 이루

어진활엽수림, 잣나무(Pinus koraiensis),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 독일가문비나무(Picea abies), 중국단풍나무(Acer buer-

gerianum),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등으로이루어진침활혼

효림으로이루어져있다. 지형은북서쪽에서동남쪽으로높은봉

우리가있으며, 내부는완만한경사지와평지로이루어져있다.

Figure 1. The study area of fores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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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치료 대상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7%가 거주

(통계청, 2012)하는 아파트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장소는 자연

경관이조망되지않는 전라북도익산시내전용면적 85m2인아

파트 10층 거실이며, 실내식물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프로그램 구성과 만족도

실험은 2014년 5월 12일에서 5월 16일까지 5일간 오전 중에

이루어졌다. 숲치유는야외활동특성상주의집중, 이동, 프로그

램 준비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며 신체활동에 따른 체력소모를

고려하여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숲해설사가진행하

였으며, 원예치료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원예치료사

가 아파트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숲치유는 건지산 주차장에 집결한 후 휴식과 사전측정을 약

10분 동안 진행하고, 준비운동과 가벼운 산책을 약 20분간 진

행한 후, 주요활동으로 1일에는 곤충 눈으로 숲 바라보기, 2일

에는명상및시낭송, 3일에는손수건에자연물들이기, 4일에는

추억 나누기, 5일에는 차와명상을하였으며 활동마무리후 숲

Warm-up excercises Forest explanation Dyeing handkerchief

Look at forest with

an insect eye
Hug cypress Tea and meditation

Table 1. The major programs of forest therapy

Making terrarium Pressed flower Making flowerpot

Terrarium Hydraulic plant Fan with pressed flower

Table 2. The major programs of horticultural therapy

속에서 약 10분 동안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Table 1 참조).

원예치료는아파트실내에서오전중에이루어지는시간적․

공간적제약때문에꾸미기위주의활동으로구성하였다. 프로

그램은 집결 후 약 10분 동안 휴식과 사전측정을 실시하였고,

주요활동으로 1일에는색모래테라리움만들기, 2일에는 수경

식물 화분 만들기, 3일에는 건조 꽃을 이용한 압화 만들기, 4일

에는토피어리액자만들기, 5일에는천연비누만들기를실시하

였고, 활동마무리 후 약 10분 동안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참조).

2) 생리적․심리적 반응 분석

(1) 동일성 검사와 실험진행

실험은평형설계방법으로, 2014년 5월 12일에서 5월 16일까

지 5일간오전중에프로그램에연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 50

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피험자 수

는 각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5명으로 제한하

였으며,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숲치유 피험자는 60대 5명으로 구성되었고, 원

예치료 피험자는 실험계획 시 50대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실

험당일 47세여성 1인이참여하고, 실험설명후 1인이불참의사

를밝힘으로써 41세여성으로대체되어 40대 2인, 50대 2인, 60

대 1인으로구성되었다. 실험전피험자의동일성검사를위해BDI

(Beck Depression Inventory)1)와 BAI(Beck Anxiety Inventory)2)

검사를통해우울과불안에대한정신적이상유무를분석하였다.

우울과불안에대한동일성검사후생리적반응과심리적반

응을측정하였다. 생리적반응은 Park(2010)의 연구와같이단

기간의자극에대한쾌적성의반응이뛰어나며, 현장에서의 사

용이용이한지표인혈압과맥박, 코티솔을측정하였다. 혈압과

맥박 측정은 5회 연속 사전사후 변화값을 측정하였으며, 코티

솔 측정은 타액 채취에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시작일과 마

Figure 2. The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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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날총 2회에걸쳐사전사후변화량을측정하였다. 또한코

티솔은일주기성에의해하루시간대에따른감소량이다른특

성이 있으므로, 숲치유 실시 1달 후인 6월 18일 숲치유 피험자

를대상으로전주시에위치한아파트거실(전용면적 119m2)에

서 대조군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 실험은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실험시간 동안 일상적인 대화만 허용하였다.

심리적 반응은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기분을 긴장, 우울, 분

노, 활기, 혼돈, 피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기분상태평가를 실

시하였다. 또한 5회 연속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치유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회 프로그램 만족도를 7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Figure 2 참조).

(2) 생리적 반응 분석

① 혈압과 맥박

혈압과 맥박은 가장 기본적인 자율신경계의 활동지표이다.

혈압은기본적으로심장이수축할때의최고치(수축기혈압, 최

대혈압)와 심장이 이완할 때의 최소치(확장기혈압, 최소혈압)

가 지표로써 널리 사용되며, 릴렉스 상태에서 그 값이 낮아진

다. 맥박은 1분당심장박동수로써릴렉스상태에서 그값이 낮

아진다(Park, 2010).

본 연구에서 피험자의 혈압과 맥박은 5회 진행된 프로그램

사전사후에휴대용디지털혈압맥박측정계인OMORON, HEM-

770A를 이용하여 오른쪽 상완동맥에서 측정하였다.

② 코티솔

스트레스상태는외부에서스트레스를받으면분비되는내분

비계와 면역계 물질의 양을 측정하여 추정할 수 있다. 내분비

계의 지표로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

솔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몸이 긴장상태에 있을 때 그

농도가높아진다. 과거에는 혈액또는뇨에서만측정이가능하

였으나 최근에는 타액 중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Park, 2010).

코티솔수준은아침에일어나서 30분이지난시점에가장높고,

이후 1~2시간에걸쳐급격하게감소하며, 낮동안에점차적으로

감소하여밤 12시가 되면 가장낮아지는특성을가지며, 이러한

경향을 전형적인 코티솔 패턴이라고 한다(Ada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타액 채취 10분 전 물로 입을 헹구고, Saliva

검체채취법으로사용되는목화솜을어금니로충분히씹은후타

액이 충분히 흡수된 목화솜 검체를 Inner tube에 넣고 Outer

tube에다시넣은후드라이아이스박스에넣어냉동시켜분석에

사용하였다. 타액은 원예치료와 숲치유 전후 혈압과 맥박을 측

정한후채취하였으며, 코티솔에영향을주는음식과간식의섭

취는 제한하고 물만 측정 30분 전까지 허용하였다. 타액의 채

취는동일한시간에이루어졌다. 채취한타액은 Saliva 전용용기

에넣은후냉동상태로전문분석기관인녹십자에전달되어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검사법으로, ER HS

SALIVARY CORTISOL(Salimetrics, USA) 시약을 사용하여

Molecular device(USA)사의 Microplate Reader(VERSA Max)

에 분석하였다.

(3) 심리적 반응 분석

심리적 반응은 1964년 개발된 이후 환경에 의한 영향, 인간

관계에의한영향에대한기분의변화를예측하는연구에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

를 이용하였다(McNaire and Lorr, 1964). McNair et al.(1992)

이 개발한 Profile of Mood States-Brief(POMS-B)는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기분을 긴장, 우울, 분노, 활기, 혼돈, 피로로 구

분하여 평가하는 기분상태평가방법으로, Yeun and Shin-Park

(2006)이 타당성을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k(2010), Kim

(2012), Jung(2013)의 산림치유 효과분석에 사용된 한국형 기

분상태평가척도를심리적반응검사측정법으로사용하였다. 한국

형 기분상태평가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긴장, 우울, 분노, 활기,

피로, 혼돈에대한총 6개의하위영역으로이루어져있으며, ‘전

혀아니다’ 0점부터 ‘매우그렇다’ 4점까지로배점하도록고안된

5점척도이다.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돈영역의점수는합하고

활기영역의 점수는 빼서 기분장애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분장애가 높아 기분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기분상태평가는 혈압과 맥박측정, 코티솔 채취 후 설문지에

자기기입방식으로 사전사후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생리적반응은피험자 10인(숲치유 5인, 원예치료 5인)을 대

상으로 5일간 매일사전사후 측정한 혈압과 맥박측정자료, 시

작일과마지막날사전사후채취한타액의코티솔수준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신적반응은피험자 10인(숲치유 5인, 원예치료 5인)을 대

상으로 5일간 매일 사전사후 작성한 기분상태검사 설문지 100

부를 분석하였다.

치유프로그램유형에따른생리적반응중혈압과맥박, 심리

적 반응 변화량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 for windows

의반복측정분산분석(ANOVA)을사용하였으며, 생리적반응

중 코티솔은 일주기성에 의해 하루 시간대에 따른 감소현상이

다르므로, 동일한 시간에이루어진숲치유와대조군에대한대

응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피험자 특성 및 프로그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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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치유와 원예치료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이전에 유사한 프

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없고이동에대한신체적불편함이없

는 도시거주자로서 피험자의 동일성은 우울과 불안상태로 측

정하였다.

동일성 검사결과 숲치유 피험자들의 우울 심도를 나타내는

BDI는 최저 3점에서 최고 11점으로 우울이 없거나 경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BAI는 최저 2점

에서 최고 14점으로 나타나 불안상태가 아닌 것으로나타났다.

원예치료 피험자들의우울심도를나타내는 BDI는최저 7점에

서최고 12점으로우울이없거나경우울이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BAI는 최저 4점에서 최고 16점으

로 불안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결과에서 BDI가 10

점을넘는경우울감은우리나라중년여성들에게일반적으로나

타나는 현상(Byeon and Kim, 2007)으로 본 실험에 참가한 피

험자들의 정신적 상태는 정상범위 안에 있다.

5일간 실시한 숲치유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

족도는 숲치유의 경우 모두 6.6점 이상이며, 원예치료는 매회

6.4점으로동일하게나타났다(Table 3 참조). 이러한결과를통

해본실험에서만족도가치유효과에미친영향은없는것으로

판단하였다.

2. 생리적 반응분석

치유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5일간의 생리적 반응 분석결과

숲치유 피험자의 수축혈압 변화값은 평균 5.28mmHg 감소, 이

완혈압 변화값은 평균 1.68mmHg 감소, 맥박 변화값은 평균

1.88회 감소하였다. 원예치료 피험자의수축혈압변화값은평균

5.20mmHg 증가, 이완혈압변화값은평균 3.20mmHg 증가하였

으며, 맥박의 변화값은 평균 3.2회 감소하였다(Table 4 참조).

Classification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Forest therapy

(n=5)
6.6±0.89 6.8±0.45 7.0±0.00 7.0±0.00 6.6±0.89

Horticultural

therapy(n=5)
6.4±0.55 6.4±0.55 6.4±0.55 6.4±0.55 6.4±0.55

Table 3. The satisfaction of program (Mean±SD)

Classification
Forest therapy(n=5) Horticultural therapy(n=5)

Mean SD Mean SD

Systolic blood

pressure(mmHg)
－5.28 10.12 5.2 9.06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1.68 6.65 3.20 5.83

Pulse(frequency) －1.88 6.68 －3.20 5.41

Table 4. The change of physiological reaction by healing program

types(5 days)

숲치유 피험자들은 산책과 명상으로 신체가 릴렉스 상태가 됨

으로써수축혈압과이완혈압이감소하고, 원예치료는피험자들

이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원예활동과 원예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함으로써 수축혈압과

이완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숲치유와 원예치료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수축혈압, 이완혈압, 맥박의변화값평균에대한반복측정

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 수축혈압은집단내비교에서시간(F=

0.762, p=0.558)과 시간*치유프로그램(F=2.206, p=0.091)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집단간 비

교에서는프로그램유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

으로 나타나(F=10.446, p=0.012), 원예치료 이후 수축혈압이

상승하고, 숲치유 이후 수축혈압이 감소함을 통계적으로 나타

내주었다.

이완혈압은 집단내 비교에서 시간(F=1.214, p=0.324)에서

는유의하지않았으나, 시간*치유프로그램(F=2.926, p=0.036)

에서는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집단

간 비교결과 치유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441, p=0.015). 따라서 이완

혈압은 치유프로그램과 시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고,

Classification Variable
Type III

SS
df MS F p-value

Systolic

blood

pressure

Within

group

Time 234.520 4 58.630 0.762 0.558

Time *

program
679.320 4 169.830 2.206 0.091

Error 2,463.760 32 76.993 　 　

Between

group

Intercept 0.080 1 0.080 0.001 0.981

Program 1,372.880 1 1,372.880 10.446 0.012*

Error 1,051.440 8 131.430

Diastolic

blood

pressure

Within

group

Time 162.520 4 40.630 1.214 0.324

Time *

program
391.720 4 97.930 2.926 0.036*

Error 1,070.960 32 33.468

Between

group

Intercept 28.880 1 28.880 0.916 0.367

Program 297.680 1 297.680 9.441 0.015*

Error 252.240 8 31.530

Pulse

Within

group

Time 176.920 4 44.230 1.258 0.307

Time *

program
180.120 4 45.030 1.280 0.298

Error 1,125.360 32 35.168 　 　

Between

group

Intercept 322.580 1 322.580 8.891 0.018*

Program 21.780 1 21.780 0.600 0.461

Error 290.240 8 36.280 　 　

* p<0.05

Table 5. The repeated measures of ANOVA about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pul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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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치료 이후 이완혈압이 상승하며, 숲치유 이후 이완혈압이

감소함을 통계적으로 나타내주었다.

맥박은 집단내 비교에서 시간(F=1.258, p=0.307)과 시간*

치유프로그램(F=1.280, p=0.29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효과 검정 결과 치유프

로그램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0.600, p=0.461)(Table 5 참조).

실험 시작일과 종료일에 측정한 코티솔의 변화량은 숲치유

피험자는평균 0.075μg/dL감소하였으며원예치료피험자는평

균 0.002μg/dL감소하였다(Table 6 참조). 따라서숲치유와원

예치료는 모두 스트레스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코티솔은 일주기성을 가지므로 숲치유 피험자를 대상

으로 대조군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의 코티솔 변화량은

평균 0.049μg/dL 감소하여숲치유가대조군보다약 1.7배감소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대조군과숲치유군의코티솔감소

량에대한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유의한차이(t=4.426, p=

0.011)가있는것으로나타나, 숲치유는코티솔의일주기성(circa-

dian)을 고려하더라도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코티솔 감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7 참조).

3. 심리적 반응분석

숲치유에 의한 심리적 반응으로 긴장 변화값의 평균은 2.04

감소, 분노 0.52 감소, 우울 0.68 감소, 피로 0.92 감소, 혼돈 1.56

감소, 활기 1.48 증가, 기분장애 7.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치료에의한심리적반응변화값의평균은긴장 1.56 감소,

분노 1.00 감소, 우울 1.68 감소, 피로 1.04 감소, 혼돈 1.12 감소,

활기 1.24 감소, 기분장애 5.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따라서 심리적반응으로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돈,

기분장애는 원예치료와 숲치유 피험자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

Classification
Forest therapy Horticultural therapy

Mean SD Mean SD

Cortisol

1 day －0.073 0.107 －0.008 0.050

5 day －0.078 0.084 0.004 0.042

Total －0.075 0.091 －0.002 0.044

Table 6. The change of cortisol by healing program types(N=5, 2

days) (Unit: μg/dL)

Classification Mean SD t p-value

Comprrison group －0.049 0.054
4.426 0.011*

Forest therapy group －0.075 0.091

* p<0.05

Table 7. The matching sample t-test

Classification
Forest therapy(n=5) Horticultural therapy(n=5)

Mean SD Mean SD

Tention and anxiety －2.04 3.07 －1.56 2.57

Anger and hostility －0.52 1.29 －1.00 2.29

Depression －0.68 2.56 －1.68 2.56

Fatigue －0.92 2.38 －1.04 2.41

Confusion －1.56 2.62 －1.12 2.43

Vigor 1.48 4.75 －1.24 4.68

Total mood disturbance －7.20 9.69 －5.16 9.45

Table 8. The change of psychological reaction by healing program

types(5 days)

으로 나타났으며, 활기는 원예치료는 감소하고 숲치유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반응 변화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결과, 긴장, 분

노, 우울, 피로, 혼돈, 활기, 기분장애 변화는 집단내 시간과 시

간*치유프로그램, 집단간치유프로그램유형에따른변화에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집단간

치유프로그램 유형에 의한 우울변화(F=3.956, p=0.082)는 원

예치료의 변화량이 숲치유의 변화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치유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생리적․심리적 반응분석 결과

숲치유와 원예치료는 모두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숲치유는 원예치료보다 통계적으로 생리

적긴장완화와스트레스완화에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 원예치료는 숲치유보다심리적우울에더긍정적인효과

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도시민

들의 생리적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에는 원예치료보다 숲치유

의치유효과가높지만, 심리적 우울개선과도시에서숲을활용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원예치료는 치유활동으로 의미가 크다.

4. 설계적 의의

본 연구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생리적․심리적효과를분석하였으나, 치유프로그램이서로다

른 공간인 도시숲과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간

개념으로 효과를 구분하고 치유환경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숲치유가 이루어진 건지산은 접근성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도시숲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생리적․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

를주며스트레스완화효과가뛰어난치유공간이다. 따라서 건

지산을 비롯한 생활권 도시숲은 일반적인 도시녹지로 관리하

기보다 치유공간으로써 숲환경 보전과 훼손지 복원 위주로 관

리해야하며, 활동에 제약을받을경우실내원예치료를실시할

수 있도록 주변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9 박선아․정문선․이명우

50 한국조경학회지�제�43권� 3호(2015년� 6월)

Classification Variable
Type III

SS
df MS F p-value

Tention

and anxiety

Within

group

Time 32.400 4 8.100 1.486 0.230

Time *

program
50.320 4 12.580 2.307 0.079

Error 174.480 32 5.453

Between

group

Intercept 162.000 1 162.000 10.131 0.013*

Program 2.880 1 2.880 0.180 0.682

Error 127.920 8 15.990

Anger and

hostility

Within

group

Time 26.720 4 6.680 2.290 0.081

Time *

program
8.720 4 2.180 0.747 0.567

Error 93.360 32 2.918

Between

group

Intercept 28.880 1 28.880 6.171 0.038*

Program 2.880 1 2.880 0.615 0.455

Error 37.440 8 4.680

Depression

Within

group

Time 39.880 4 9.970 1.366 0.268

Time *

program
16.200 4 4.050 0.555 0.697

Error 233.520 32 7.298

Between

group

Intercept 69.620 1 69.620 22.032 0.002**

Program 12.500 1 12.500 3.956 0.082

Error 25.280 8 3.160

Fatigue

Within

group

Time 46.880 4 11.720 2.344 0.076

Time *

program
7.520 4 1.880 0.376 0.824

Error 160.000 32 5.000

Between

group

Intercept 48.020 1 48.020 6.360 0.036*

Program 0.180 1 0.180 0.024 0.881

Error 60.400 8 7.550

Confusion

Within

group

Time 12.320 4 3.080 0.637 0.640

Time *

program
14.080 4 3.520 0.728 0.580

Error 154.800 32 4.838

Between

group

Intercept 89.780 1 89.780 5.907 0.041*

Program 2.420 1 2.420 0.159 0.700

Error 121.600 8 15.200

Vigor

Within

group

Time 38.480 4 9.620 1.033 0.405

Time *

program
48.320 4 12.080 1.297 0.292

Error 298.000 32 9.313

Between

group

Intercept 0.720 1 0.720 0.008 0.929

Program 92.480 1 92.480 1.082 0.329

Error 684.000 8 85.500

Total mood

disturbance

Within

group

Time 453.880 4 113.470 1.501 0.225

Time *

program
489.480 4 122.370 1.618 0.194

Error 2,419.840 32 75.620

Between

group

Intercept 1,909.620 1 1,909.620 14.772 0.005**

Program 52.020 1 52.020 0.402 0.544

Error 1,034.160 8 129.270

* p<0.05, ** p<0.01

Table 9. The repeated measures of ANOVA about psychological reaction

change

실내에서 이루어진 원예치료는 생리적․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며, 숲치유보다 심리적 우울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경향이있다. 따라서 우울증환자나우울감이있는일반

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에서 숲

을접할수없는이용자들에게치유활동으로제공될필요가있

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실외환경 이용에 제약을 받는 환자

나 보호자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원예치료를 실시하는

공간은숲의긍정적인효과를가질수있도록실내정원이나건

물과 연결된 치유정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의료환경분야에서는 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이용만족도를높이고, 근무자에게환자관리의효율성을증대시

킬 수 있으며, 경영자에게는 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예방

하는 근거중심디자인(evidence-based desig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치유공간 설계에 있어서

도 전문성을 강화한 근거중심디자인을 도입한다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이용자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치유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치유공간 설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설계적 의의가 있다.

Ⅳ. 결론

본연구는자연을대상으로한치유프로그램유형에따른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숲치유와 원예치료의 생리적․심리적 반

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리적 반응 변화량에서 수축혈압과 이완혈압은

숲치유가 원예치료보다 감소량이 컸다. 코티솔 변화량은 숲치

유가 원예치료보다 감소량이 크며, 숲치유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군 실험을 통해 숲치유의 코티솔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감소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적 반응 변화량에서

우울감은 숲치유보다 원예치료의 감소량이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숲치유는 원예치료보다 생리적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완화에 더 효과적이며, 원예치료는 숲치유보

다 심리적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큰 경향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치유목적에따른프로그램선정과개발, 치유

공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치유프로그램

선정시일반적인스트레스완화에는숲치유가적합하고, 우울

감 감소를 위해서는 원예치료가 적합하다. 치유프로그램 개발

시 숲치유는 전문상담과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

루어질수있도록보완해주어야하며, 원예치료는 실내정원이

나 건물과 인접한 치유정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숲치유가 이루어진 건지산과 같이 도시민의 치유공간

으로 잠재력이 큰 도시숲은 일반 도시녹지보다 도시형 치유의

숲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의료시설을 비롯해 외부공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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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원예치료를 실시하거나 건물주

변에 녹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치유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차이를 실증적 실험을 통해 밝힘으로써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치유공간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치유효과를 측

정해야 하는 실험조건상 피험자의 수와 연령이 제한되고 단기

간에 이루어져 본 실험의 결과를 전체 연령에 일반화시키기에

는한계가있다. 따라서피험자의수와연령, 실험 간격과기간

을다양하게조정하고, 피험자에 대한교차분석을통해신뢰도

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주 1. Beck et al.(1961)에 의해 우울의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

로 정서적․인지적․동기적․생리적 영역을 포함한 우울증상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총 21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로 Lee and Song(1991)

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3점까지 총 4

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은 0~63점까지이며,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23

점은 중한 우울 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분류된다(Lee and

Song, 1991).

주 2. Beck et al.(1988)이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개 문항

의 자기보고형 척도로써 본 연구에서는 Kwon(1992)이 번역한 한국판

BAI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총 4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되어있다. 총점의범위는 0~63점이며, 점수에따라서 22~26

점은 불안상태로 관찰과 개입을 요하는 단계, 27~31점은 심한 불안 상

태, 32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상태로 분류된다(Yook and Ki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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