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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림의 건강 기능은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6명의 실내 운동집단과 6명의 산림내

운동집단의 혈압, 심박수, 과산화지질, 항산화효소의 비교를 통하여 산림 내 운동이 인체의 생리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2명의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이상의 여성이었고, 운동 전 후 혈압 및 심박

수의 측정과 채혈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산림 운동 시 이완기 혈압은 실내 운동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산림 운동과 실내 운동 참여자의 심박수 및 과산화지질(MDA) 수준의 변화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산화효소(SOD) 변화에서는 운동 후 안정 시 30분에 산림 운동 집단의

SOD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orest exercise on blood pressure, heart rate,

MDA, and SOD. Twelve volunteers were placed in 2 groups: Forest Exercise Group (FEG, n=6; age=44.2±2.68)

and Indoor Exercise Group (IEG, n=6; age=45.6±2.97). The subjects who joined this investigation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forest exercise and/or indoor exercise. Blood pressure, heart rate, MDA, and SOD were

collected at rest, just after the submaximal exercise, and 30 minutes after each exercise. For data analy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were calculated, and ANCOVA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 1)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FEG and IEG on systolic blood pressure after submaximal exercise and at 30

minutes after each exercise., however FEG showed better stability than IEG on diastolic blood pressure at 30

minutes after forest exercise. 2) Both groups showed similar change of heart rate and MDA after submaximal

exercise and at 30 minutes after each exercise. 3) Both groups similarly activated on the SOD level after

submaximal exercise. However, compared to IEG, FEG showed significant decrease on SOD level at 30 minutes

after forest exerci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forest exercise may have good effects on blood pressure

and MDA, and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Key words : blood pressure, heart rate, MDA, SOD, forest exercise

서 론

현대인은 도시생활 속에 많은 공해와 오염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각종 환경오염과 공업의 가속화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며, 실외 환경 뿐만 아니라, 밀폐된 실내공

간의 공기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기 오염의

심각성은 인간의 건강한 삶에 현재와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대기조건의 변

화는 운동수행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김기진, 2002). 그리하여 성인 운동

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산림 속 운동(등산,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크로스컨트리 등)을 선택하여 건강한 삶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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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의 산림 휴양 동기 연구에서도 운동은 산림

휴양 활동의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신원섭 등.

2001).

산소는 운동 중 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오며, 신체의 활

동 조직의 산소공급과 산소 소비율 증가는 미토콘드리아

에서 대사를 증가시키지만, 활성산소의 생성 또한 증가

시킨다. 이때 증가된 활성산소는 과산화지질(MDA)과 같

은 화학적 연쇄 반응을 거쳐서(Ji, 1996; Maxwell, 1995;

Renznik, Steinhagan, & Gershon, 1992), 골격근 손상과

같은 조직의 손상을 유발한다(김현준 등, 2005; 김희철,

2006; Jenkins, 1988). 또한 비만자와 같이 축적된 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활성산소 활성이 증가되며, 이 활성산소

의 산화작용을 통하여 더 많은 지방이 파괴되어 고혈압

이나 동맥경화, 당뇨병의 합병증인 혈관 이상을 초래하

게 된다(유병팔, 1997). 설상가상으로 강한 자외선 상태,

대기오염 상태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임완기, 정덕조, 1998). 

한편 신원섭(2001)은 산림욕을 통한 건강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산림이 생리적으로 고혈압과 심박수 안정, 자

율신경계의 안정, 스트레스 및 심리정신적 안정, 등에 탁

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의

효과와 함께 체내 산화-항산화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

루는 배경은 운동전, 운동직후, 그리고 회복시에 혈압과

심박수 안정, 활성산소의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능력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림 운동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

하여 산림 운동과 실내 운동을 실시시켜 운동전, 운동 직

후, 그리고 회복 시에 혈압, 심박 수, 활성산소, 그리고 항

산화 효소에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산림운동과 실내운동시 혈압, 심박수, 과산

화지질, 항산화효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실험이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거주하고 있는 12명의 40세 이

상 중년여성으로서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었으며, 본 실

험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전 최근 3일내에 어떠

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 본 실험에 앞서 실내운동집

단(N=6)과 산림운동집단(N=6)으로 나뉘었으며 두 집단

의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실험 절차 및 방법

1) 측정절차 

피험자는 실험 1시간 전에 C 대학병원 운동치료실에

도착하여 실험검사 동의서를 작성하고 30분간 안정을 취

한 다음 혈압(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과 안정시 심박

수를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BCA1000

Body Composition Analyzer를 이용하여 체지방율을 측

정한 다음 안정시 채혈을 하였다.

그리고 운동직후, 운동후 30분후 안정시 채혈을 하였

으며 심박수와 혈압도 측정을 하였다.

2) 측정방법

혈압 - 참여자의 혈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mron

Digital 자동혈압측정계 HEM-7051를 사용하였다. 

심박수 - 참여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TRIAXC3

Heart Rate Monitor를 사용하였다. 

과산화지질 - 참여자의 MDA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HIMADZU사(Japan)의 Spectrophotomer-UV 1700을

이용하여 냉동 보관된 혈청을 Colorimetry의 검사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시약은 Oxis International, Inc(America)의

LPO 586 Assay kit를 사용하였다.

MDA분석은 sample 및 sample blank에 200 μL씩 검

체를 분주한 후 glass tube에 DW(blank)를 분주한 후

0.5M butylated hydroxytoluene(acetonitrile)를 10 μL 넣

어 1분간 shaking한 다음 희석된 R1를 가하고 회전하여

천천히 혼합시켰다. 다음 37%의 HCl 150uL을 분주하고

tube를 stopper로 닫은 후 45oC에서 60분간 Incubation

한 다음 15000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맑은 상층액

을 cuvette에 넣고 58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효소(SOD) -참여자의 Superoxide Dismutase

(SOD)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ECAN사(오스트리아)의 ELA

reader-UNRISE를 이용하여 냉동 보관된 혈청을 Colorimetry

의 검사법으로 분석하였다. 시약은 Cayman Chemical

Company(U.S.A)의 SOD Assay Kit를 사용하였다.

SOD의 분석은 냉장된 sample를 해동 후 희석된 radical

detector 200 μL에 첨가 후 조제한 Standard 10 μL 분주

하였으며. 모든 well에 Xanthine oxidase 20 μL를 분주

하여 반응을 시작한 다음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가능한 신

속하게 실시하여 수초 간 Mix 하였다. Sealing후 실온(18-

25oC)에서 20분간 incubate한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요인 산림(M±SD) 실내(M±SD)

나이(yr) 44.2±2.683 45.6±2.966

신장(cm) 160.42±3.726 160.22±4.456

체중(kg) 60.66±8.429 55.76±3.276

체지방율(%) 30.84±6.054 24.06±4.022

BMI(kg/m2) 23.94±3.628 21.6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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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방법

두 집단 모두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TRIAXC3

Heart Rate Monitor를 착용하였으며 운동적응을 위해 준

비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시간은 총30분으로 산림속 등

산로와 실내의 트레드밀에서 실시하였다.

1) 산림내 운동집단

1명의 보조자와 두 명의 피험자는 준비운동 후 산림(구

룡산)속의 등산로를 따라 걷기운동을 통하여 심박수가 운

동시작 20분만에 최대 운동강도 80%의 목표심박수에 도

달하게 하여 10분 동안 지속시키도록 하였다. 운동직후

채혈을 하였고 혈압과 심박수도 측정하였다. 

2) 실내 운동집단

피험자는 보조자의 지시에 따라 트레드밀 위에서 속도

와 경사도를 조절하여 운동시작 20분만에 최대 운동강도

80%의 목표심박수에 도달하게 하여 10분동안 지속시키

도록 하였다. 운동직후 채혈을 하였고 혈압과 심박수도

측정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집단별 평

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실내집단과 실외집

단의 운동 전, 후, 안정시의 비교분석을 위해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림 운동이 혈압, 심박수, 과산화지질, 항산화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내운동과 실외운동(산림

운동)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림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1) 혈압의 측정

본 연구의 목표인 산림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운동전과 운동직후, 그리고 운동 후 30분

안정시 혈압 수준이 조사되었다. 측정된 혈압은 표 2와

같았다.

2) 산림운동과 실내운동 참여자의 혈압 변화 비교 분석

각각 다른 환경에서 최대 운동강도의 80%로 운동 직

후, 그리고 안정 30분후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변화의

차이를 공변량분석(ANCOVA)으로 분석한 결과(표 3), 수

표 2. 시기별 혈압의 변화.

집단 혈압 사전 사후 안정시

실내운동
수축기 139.80±26.883 169.00±29.682 143.60±29.947

이완기 84.00±14.457 91.60±12.442 92.00±15.033

산림운동
수축기 105.20±10.569 131.80±13.142 108.00±10.173

이완기 68.40±10.310 78.00±7.5830 70.20±8.2580

표 3. 시기별 혈압 차이 분석.

요인 
사전 공변인 사후 공변인

Source F p Source F p

혈압

수축기
집단 .130 .729 집단 .033 .860

사전 18.737 .003 사후 65.041 .000

이완기
집단 .317 .591 집단 6.463 .039

사전 29.705 .001 사후 112.705 .000

그림 1. 시기별 집단간의 수축기 혈압 변화.

그림 2. 시기별 집단 간의 이완기 혈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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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 혈압은 두 집단간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완기 혈압은 최대 운동강도의 80%로 운동

후 30분의 안정시에 산림에서 운동한 집단이 운동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반면에 실내에서 운동한 집단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림에서 운

동한 사람들은 분석운동 직후 산림의 충분한 산소를 공

급받아서 더 이상의 심박출량이 필요하지 않아 이완기 혈

압이 빠르게 안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산림 운동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1) 심박수의 측정

본 연구의 목표인 산림 운동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운동전과 운동직후, 그리고 운동 후 30

분 안정시 심박수 수준이 조사되었다. 측정된 결과는 표

4와 같다. 

2) 산림운동과 실내운동 참여자의 심박수 변화 비교 분석

각각 다른 환경에서 최대 운동강도의 80%로 운동 직

후, 그리고 안정 30분후 심박수 변화의 차이를 공변량분

석(ANCOVA)으로 분석한 결과, 심박수는 두 집단간에 변

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따라서 운동환경과 관

계없이 운동 자극에 따라 심박수는 유사하게 변화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산림 운동이 과산화지질(MDA)에 미치는 영향 

1) 과산화지질의 측정

본 연구의 목표인 산림 운동이 과산화지질(MDA)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운동전과 운동직후, 그리고

운동 후 30분 안정시 채혈을 하였으며 채혈양은 3 mL/회

로 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2) 산림운동과 실내운동 참여자의 과산화지질(MDA)

수준 변화 비교 분석

각각 다른 환경에서 최대 운동강도의 80%로 운동 직

후, 그리고 안정 30분후 MDA 수준의 변화의 차이를 공

변량분석(ANCOVA)으로 분석한 결과(표 7), MDA 수준

은 두 집단간에 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DA 수준은 발생된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아 체내의

지질 성분이 변화되는 것으로 비만인과 같이 체내의 지

질 수준이 높으면 MDA의 수준도 증가된다(오해근 등,

2001; Van Gaal 등,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의 체지방율과 운동 환경조건과 관계없이 운동 자극에 따

라 MDA 수준은 유사하게 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두 집단간의 체지방율을 비교해 보면(표 1) 산림운

동 집단은 실내운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데도 불구하

고 운동직후와 운동후 회복기에 MDA의 수준의 변화차

이가 없다는 것은 활성산소의 발생과 관련하여 산림운동

이 더 유리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산림운동이 심혈관계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

과 관련지어 호흡순환 기능에 크게 도움이 되어 MDA의

발생을 낮추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 산림 운동이 항산화효소(SOD)에 미치는 영향 

1) 항산화효소의 측정 및 분석

본 연구의 목표인 산림 운동이 항산화효소(SOD)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운동전과 운동직후, 그리고

운동 후 30분 안정시에 3 mL/회의 채혈을 통하여 항산화

효소 수준이 조사되었다. 측정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4. 시기별 심박수의 변화. 단위: 회/sec

요인 집단 사전 사후 안정시

심박수
실내운동 84.4±6.427 156.2±1.643 87.2±8.408

산림운동 76±4.637 155±3.082 86.4±4.722

표 5. 시기별 심박수 차이 분석.

요인
사전 공변인 사후 공변인

Source F p Source F p

심박수
집단 .050 .829 집단 .056 .820

사전 

.277 .615 사후 

.068 .802

표 6. 시기별 MDA의 변화 

요인 집단 사전 사후 안정시

MDA
실내운동 1.12±0.591 1.312±0.457 1.16±0.527

산림운동 1.838±0.245 2.302±0.584 2.544±1.120

표 7 . 시기별 MDA 차이 분석.

요인
사전 공변인 사후 공변인

Source F p Source F p

MDA
집단 1.290 .293 집단 .816 .396

사전 14.856 .006 사후 1.393 .277

그림 3. 시기별 MDA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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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운동과 실내운동 참여자의 항산화효소(SOD) 변

화 비교 분석

안정시와, 산림과 실내에서 최대 운동강도의 80%로 운

동 직후, 그리고 안정 30분후 SOD 수준 변화의 차이를

공변량분석(ANCOVA)으로 분석한 결과(표 9), SOD 수

준은 운동직후 두 집단간에 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운동후 안정시 30분에 두 집단간에 변화의 차이를

보였다. 즉, 실내에서 운동을 실시한 집단에서보다 산림

에서 운동한 집단은 항산화효소인 SOD의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다.

비록 두 집단간의 체력이나 체지방율을 동질집단의 수

준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실험을 하였지만, 이는 운동후

회복기 30분에 산림에서 운동을 했을 때 SOD의 기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동 후 생

리적으로 정상적 회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게다가 산림운동 집단은 더 높은 체지방율의 특성을 가

진 사람들인데(표 1) 운동직후 두 집단간의 MDA수준이

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동후 회복기에 산림운

동 집단의 유의한 SOD 감소는 그 의미가 크다(곽이섭,

2001; Newaz & Nawal, 1998). 따라서 실내에서의 운동

보다는 산림에서 운동을 하였을 때 일정량 수준 이상의

MDA가 발생하였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산림 운동이 혈압, 심박수, 과산화지질, 항산

화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 운동과 실내 운동 참여

자의 혈압 변화에서 수축기 혈압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산림 운동시 이완기 혈압은 실내 운동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산림 운동과 실내 운

동 참여자의 심박수 변화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림 운동과 실내 운동 참여자의 과산화

지질(MDA) 수준의 변화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림 운동과 실내 운동 참여자의 항산화

효소(SOD) 변화에서도 운동직후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

지 않았지만, 운동후 안정시 30분에 산림 운동 집단의

SOD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는 실내 운동과 산림 운동의 생리적 변화를 조

사하여 산림에서의 운동 효과를 생리적으로 조사하기 위

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산림 운동

이 혈압과 과산화지질(MDA), 항산화효소(SOD)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며, 산림 운동이 심혈관계 기능과 심혈관

계 질환 예방에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

구 결과는 측정된 모든 항목의 생리적 변화에서 실내운

동과 산림 운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판

단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택한 측정 변수 이외의 변

수에서 실내운동과 산림운동의 생리적 차이 가능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

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측정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가능성은 실내운동과 산

림운동과의 차이는 생리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

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산림내의 운동은 시각을 포

함한 여러 요소가 오감을 자극하고 따라서 실내에서의 운

동보다 심리적으로 호기심과 안정감을 주면서 운동을 지

루하지 않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측면의 차이

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

기 위해서 후속적인 심리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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