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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accordance with viewing and walking in 

the forest and urban area. In the result of measurement of physiological reactions in nervous system, viewing of the forest 
had a calming effect on the nervous system by reducin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The other hand, viewing and walking 
in the urban area compared to the forest area raised stress by increasin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addition, viewing in 
forest area was effective in stress relief by noticeable reduction of the amylase concentration. In contrast, walking in the 
urban area was also confirmed an increase of stress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the amylase. A viewing and walking in 
forest area was effective in alleviating depressed on anxiety, anger, fatigue and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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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초기 산림정책은 녹화와 임산물생산 

등 1차적 생산 기능 위주였으나, 점차 생태 교육 기능

과 삼림욕을 중심으로 한 휴양기능이 도입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각종 치유활동을 포

함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휴양기능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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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도입되고 있다(산림청, 2008). 2010년에는 ‘산
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치유의 숲 조성

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백

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치

유시설 조성을 계획하는 등 각종 정책 및 사업이 추진

되고 있다(산림청, 2011; 연합뉴스, 2011). 이는 도시

화, 산업화, 노령화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성 질

환이나 환경성 질환,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유수

단 중 하나로 산림치유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인식 및 수요가 매우 높은 것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산림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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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ndex

Physiological 
indicators

Autonomic nervous activity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eart Rate  

Endocrine system activity  Amylase concentration

Subjective evaluation  POMS: 
  anxiety, depression, anger, vigor, fatigue, confusion  

Table 1. Measured physiological indices 

“산림치유”에 대해 법률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

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여(법제처, 2011), 
약물이나 수술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인 “치료”
와는 다르게 환자가 자기복원성에 기초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산림치유 

기능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산림 또는 자연경관이 인공경관에 비해 스트

레스 완화에 효과적임이 주장되었고(Hartiga 등, 
2003; Ulrich 등, 1991; 이, 2003), 스트레스와 인지수

행 능력 또는 주의력 회복 능력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타 경관에 배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Herzog, 1997; 이, 2006; 이와 이, 2006). 숲이 치매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우울

증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숲의 경관감상과 산책이 

주는  심리적․생리적 효과 등에 관한 연구(박, 2010; 
송 등, 2009)는 산림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

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이른 시

기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숲의 치유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해 가는 과정 중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여러 연구들이 심리적 

효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리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은 폭넓게 연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산림과 

도심을 대상으로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조망 행위와 

공간에서의 활동 행위가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측정지표

본 실험은 2008년 9월 17일(수)〜19일(금)까지 3일
간 강원도 정선군의 숲길과 서울 구의동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총 12명으로 30〜40
대 건강한 성인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이들 피험자를 대상으로 대상지역을 방

문하여 산림과 도심의 조망 및 보행 전후에 나타나는 

생리반응을 반복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생리적 반응

측정은 의료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리적 효과는 자율신경계 및 내분비

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불안과 흥분상태에서 혈압과 맥박수가 증가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타액 중 아밀라아제 농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사례(Iwasaki, 
2010; 박, 2010)을 참조하여 자율신경계 지표에는 수

축기 및 확장기 혈압(mmHg), 심박수, 내분비계 지표

는 타액 중 아밀라아제 농도(kU/L)를 이용하였으며, 
이들 생리지표의 측정에는 휴대용 혈압 측정기, 휴
대용 심박 측정기, 휴대용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이

용하였다(Table 1). 심리평가는 POMS(Profile of 
Mood States)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질문을 통해 응

답자의 기분을 불안, 우울, 분노, 활력, 피로, 혼란 등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McNair and 
Lorr, 1964). 본 연구에서는 30항목의 기분상태 형용

사 항목을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은 0-4 단계로 구분

하여 그 결과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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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viewing.

2.2. 실험절차 및 방법

실험은 3일간 3차에 걸쳐 수행하였는데, 1차 실험

은 피험자간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한 기저선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후 동일 식사 제공, 음주제한 등을 

통해 외부 환경을 통제하였다. 2차 실험은 2일차에 피

험자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산림부에서, 
다른 그룹은 도심부에서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측정

하였으며, 오전에는 조망, 오후에는 보행실험을 실시

하였다. 
조망실험은 숲 또는 시가지를 15분간 조망하는 것

으로 하였으며, 조망 전과 후의 혈압, 심박수, 아밀라

아제 농도, 기분상태를 측정하였다. 보행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보행 전과 후의 

수축기, 확장기 혈압, 심박수, 아밀라아제 농도, 기분

변화 등을 측정하였으며, 보행시간은 25분으로 하였

다. 3차 실험은 각 그룹의 실험장소를 바꾸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혈압변화

조망실험 결과, 조망 후 산림부와 도심부간 수축기 

혈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 
p<0.05). Fig. 1에서와 같이 산림부에서는 조망 전보

다 조망 후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t=3.28, p<0.01), 도심부에서는 조망 후 수축기 혈압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38, p<0.05). 이는 산림

에서의 조망 행위가 신경계 진정효과로 작용하여 수

축기 혈압을 낮추는 반면, 도심에서의 조망 행위는 신

경계 흥분을 유발, 수축기 혈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확장기 혈압의 경우에서도 산림

부에서는 조망 전보다 조망 후 확장기 혈압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3.31, 
p<0.01), 도심부에서는 조망 전보다 조망 후 확장기 

혈압이 증가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보행실험 결과, 산림부에서는 보행 후 수축기와 확

장기 혈압 모두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반면 도심부에서

는 보행 후 수축기 혈압(t=-2.66, p<0.05)과 확장기 혈

압(t=-2.15, p<0.05)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도심부에서의 보행 행위가 신경계 스트레스를 유

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에

서의 조망이 신경계 진정효과가 있으며, 도심부에서

의 보행은 신경계 흥분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2. 심박수 변화

조망실험 결과, 산림부에서 조망 전보다 조망 후 심

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t=4.40, p<0.01), 도심

부에서는 조망 전․후 심박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Fig. 3). 또한 산림부와 도심부 모두 보

행 전보다 보행 후 심박수가 증가하였으며, 보행 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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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iewing                                                                             (b) Walking

Fig. 3. Changes in heart rate before and after viewing and walking.

Fig 2. Changes in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walking. 

박수도 도심부가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부와 도심부 모두에서 보행에 따

른 운동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며 보행 보

다는 조망 행위에서 신경계 안정효과가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3.3. 아밀라아제 농도 변화

산림부에서는 조망 전보다 조망 후 아밀라아제 농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3.74, p<0.01). 
도심부에서는 조망 전보다 조망 후 아밀라아제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간 오차로 인해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4). 또한 산림부에서는 보행 

전‧후간 아밀라아제 농도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며, 
도심부에서는 보행전에 비해 보행 후 아밀라아제 농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94, p<0.05). 
아밀라제의 농도 변화는 스트레스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림에서의 조망 행위는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도시에서의 보행 활동은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박, 2010)
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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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iewing                                                                               (b) Walking

Fig. 4. Changes in concentration of amylase before and after viewing and walking. 

                                                   (a) Forest                                                                                      (b) Urban

Fig. 5. Comparison of mood states before and after viewing. T-A: tension-anxiety, D: depression, A-H: anger-hostility, V: 
vigor, F: fatigue, D: confusion.

3.4. 기분상태변화

피험자의 기분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기분상태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부에서 조망 전․후에 걸쳐서 불안감, 분노감, 피
로감, 혼란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t검증결과, 유
의수준(p<0.05)에서 불안감은 t=2.65, 분노감은 

t=2.15, 피로감은 t=2.48, 혼란감은 t=2.49로 나타났다

(Fig. 5). 도심에서는 부분적으로 감소한 항목이 분포

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에서 보행 전‧후 결과는 ‘활력감’을 제외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에 비해 산림이 현저하게 그 값

이 낮아짐을 나타내었다(Fig. 6) 이 중 우울감, 분노감, 
피로감, 혼란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t검증 결과, 
우울감 t=1.90(p<0.08), 분노감 t=2.25(p<0.05), 피로

감 t=2.60(p<0.05), 혼란감 t=2.29(p<0.05) 등으로 나

타났으며, 도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결과를 통해 조망 및 보행전‧후에 걸쳐 불안

감, 우울감, 분노감, 피로감, 혼란감이 도심에 비해 산

림에서 현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숲 

또는 녹지에서의 조망과 산책이 불안감과 우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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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orest                                                                                        (b) Urban

Fig. 6. Comparison of mood states before and after walking. T-A: tension-anxiety, D: depression, A-H: anger-hostility, V: 
vigor, F: fatigue, D: confusion.

완화되고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다는 기존 연구

(Iwasaki, 2010; 김과 김, 2006, 박, 2010; 이와 이, 
2006)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림과 도심에서의 조망 및 보행활

동이 미치는 심리적 및 생리적 효과를 실험하였다. 연
구결과, 산림에서의 조망 및 보행 활동은 신체의 혈압 

및 심박수의 현저한 감소를 유발, 자율신경계 진정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림과 도심에서의 신경계 생리반응 측정결과, 산

림에서의 조망 행위는 혈압 및 심박수가 감소하여 신

경계 진정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도심에서

의 조망 및 보행 활동은 산림에 비해 혈압과 심박수가 

증가하여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산림부에서의 조망 행위는 내분비

계 타액 중 아밀라아제 농도의 현저한 감소를 유발, 스
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도심

에서의 보행 행위는 개인차가 나타나지만, 타액 중 아

밀라아제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산림부에서의 조망 및 산책 행위는 불안, 분

노, 피로, 혼란, 우울감을 완화하는 기분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림과 도심의 비교를 통해 

산림부에서의 조망 및 보행 행위가 불안, 분노, 피로, 
혼란,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산림의 치유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를 의학적 실험을 통한 생리적 반응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실험결

과를 실험대조 지구 이외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피험자의 수를 다양한 연령층으

로 확대하며, 대상 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산림치유 효

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실험결과를 기

초로 하여 아토피․천식․비염 등 환경성 질환자, 고
혈압ㆍ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질환자, 우울증 등 스트

레스성 원인 질환자 등 보다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

로 정밀한 의학적 생리실험을 통한 산림부의 치유효

과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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