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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환경이 인체 내 과산화지질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산림치유 효과 측

정을 위한 생리적 지표로써 과산화지질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피험자 29명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인 제

주도의 제주시청 앞 인도와 산림지역인 삼나무 숲길에서 심리적 지표인 기분상태척도와 생리적 지표인 과산화지질

수준 변화를 걷기 전후에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에 비해 산림지역에서 기분상태척도의 총기분장애점수가 유의하게 낮

아져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과산화지질 수준은 도시지역에서 2.9에서 3.5 수준(5점 수준, 만점)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산림지역에서는 2.4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위와 같은 결과는 과산화

지질이 단기간 환경노출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산림과 도시에

서 대기환경 및 심리적 안정도가 달라 과산화지질 수준의 변화 경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

구에서는 장기간의 환경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생리적 지표로써 과산화지질의 적합성을 분석

하고, 새로운 생리적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compare results from psychological relaxations by using profile of

mood state (POMS) and Malondialdehyde (MDA) level as a scale of oxidative damage before and after walking

in the forest and on the street. 29 participations (15 men and 14 women) walked in the forest and on the street

for 30 minutes of each for two days. The participations filled a questionnaire for POMS and conducted an heart

rate variability test, oxidative damage test (MDA as biological marker through a urine test) before and after

walking. To compare the psychological states after walking in the two difference places, walking in the forest

showed statistically more meaningful results in the section of tension, depression, anger, fatigue, confuse and

total mood disturbance (p<0.01) than walking on the street. According to the MDA results, a concentration of

MDA showed significant increase after walking on the street (p=0.014). On the contrary to this, a concentration

of MDA tended to decrease after walking in the forest (p=0.076). The study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states were more stable and oxidative damages were more decreasing after walking in the forest than walking

on the street. In the conclusion, MDA would be biological indicator for assessing the effect of alleviation on

the oxidative stress after walking in th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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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림치유 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이용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

경요소를 이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

다. 산림치유 연구에서는 산림에서의 걷기 또는 체류를 통

한 단기간의 인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 연구방법으

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인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로

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지표

로는 기분상태척도, 어의미분석, 회복환경척도, 정적·부

적 정서척도, 인지기능평가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도시

보다 산림에서 기분상태척도의 부정적 감정 점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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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Lee et al., 2011), 어의미분석에서 도시보다 산림이

편안하고 건강한 장소로 인식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Kasetani et al., 2007), 편백정유 노출 이후에 신경인지능

력검사의 CRN(Number of correct response)이 유의하게

증가(Kim et al., 2008)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정적·

부적 정서척도와 회복환경척도 점수도 정적 및 회복환경

점수가 도시보다 산림환경과 물의 경관사진에서 높았다

(Lee et al., 2009). 생리적 지표로는 뇌파, 혈압, 코티졸, 심

박변이도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도시보다 산림에서 코티

졸 농도가 낮게 나타났고(Park et al., 2007), 심박변이도

결과에서 스트레스지수와 피로지수가 감소하였다(Shin et

al., 2010). 산림경관 사진 중에서 산림환경과 물, 산림환경

경관 사진의 경우에 피험자의 뇌파 중 알파파가 증가한

연구결과(Lee et al., 2009)와 산림체험을 통해 알파파가

증가한 연구결과(Shin et al., 2007)도 산림의 스트레스 완

화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산림치유 효과 측정을 위한 심리적 지표는 생리적 지표

와는 달리 개인적 편차가 크며 단기간의 산림활동의 영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

림에서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인체의 변화만 파악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 생리적 지표는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 인체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 생

리적 지표는 야외측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결

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효율적인 산림치유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체 내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에 활성산소는 유전자변

이와 세포파괴를 유발해 심혈관계 질병과 암 유병률을 높

여(Halliwell, 1994)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다. 활성산소에 대한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하여 인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과산화지

질은 활성산소가 세포막 내 지질과 반응하여 생긴 물질로

써, 대기오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성된다. 과산화지질

은 주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손상 정도를 확인하는데 주

로 활용되기 때문에 외부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데에 적합하다. 대기환경과 인체 영향 관련 연구

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과산화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천식증상이 악화되었다(Leem et al., 205)는 연구결과가 있

었다. 따라서 산림의 대기질과 스트레스 완화효과가 인체

산화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화손상의 지표로 사용되

는 과산화지질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환경이 인체 내 과산화지질 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산림치유 효과 측정을 위

한 생리적 지표로써 과산화지질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피험자 특성

20-50대의 남자 15명, 여자 14명을 대상으로 산림지역

인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삼나무 숲길과 도시지역인 제

주시청 앞 인도에서 걷기 전과 후에 심리적, 생리적 변화

를 조사하였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7세였으며, 제주

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세부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기존 연구사례에서 피험자 수 19명(Lee and

Kang, 2007), 12명(Choi et al., 2008)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어 본 연구의 피험자 수는 측정의 오차를 감안한 적정

한 표본수라고 생각된다. 

산림지역에서는 2012년 10월 13일에 조사를 진행하였

고, 도시지역에서는 14일에 조사가 진행되었다(Figure 1).

Figure 1. Location of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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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한남시험림 내 삼나무

숲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남시험림은 한라산 남동사면

해발 300-750 m에 위치하며, 연강수량은 3,000 mm정도

이다. 주요 임상은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 구

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등 상

록활엽수와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졸참나무(Quercus serrata Thunb.) 등 낙엽활엽수

가 혼효되어 있다. 도시지역은 제주시청 앞 인도에서 진

행되었다. 환경부 대기오염 실시간 자료에서 본 연구 수

행 날짜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2013년 자료를 인용한다.

제주 도시지역과 산림지역의 2013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대기질 특성은 산림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O
3
, CO, PM-10, NO

2
, SO

2
)농도가 도시가 위치한 제주시

에 비하여 모두 낮게 나타났다. CO는 0.007 ppm(제주시),

0.005 ppm(서귀포시)로 나타났고, SO
2
의 농도는 0.003

ppm(제주시)와 0.002 ppm(서귀포시)였다. 미세먼지 농도

는 38 µg/m3(제주시)와 33 µg/m3(서귀포시)였으며, O
3
농

도는 0.034 ppm(제주시)와 0.032 ppm(서귀포시)였다. CO

는 0.25 ppm(제주시), 0.228 ppm(서귀포시)로 나타났다

(환경부, 2013). 또한 산림지역의 삼나무 숲길은 순환형 숲

길로서 걸어서 15-20분 정도 소요되는 3 km의 거리였고,

제주시청 앞 인도는 제주시청에서 출발하여 2 km지점에

서 돌아오는 순환형 구조로 진행하였다.

2. 산림치유 효과 측정도구

1) 심리적 상태 측정도구

각 지역에서 걷기 전과 후에 각각의 심리적 상태를 조

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심리적 상태 변화는 기분상태척

도 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2). 한국판 기분

상태척도(K-Profile of mood state, K-POMS)는 일시적이

고 변하기 쉬운 정동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규명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 상태

에 따라 ‘0(전혀 아니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총 5단

계로 나누어져 있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척도인 긴장-불

안(Tension-Anxiety: T), 우울-낙담(Depression-Dejection: D),

분노-적개심(Anger-Hostility: A), 활기-활동(Vigor-Activity:

V), 피곤-무력(Fatigue-Inertia: F), 혼란-당황(Confusion-

Bewilderment: C)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리적 상태 측정도구

과산화지질(Malondialdehyde, MDA)은 대기오염 및 스

트레스에 의해 인체 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

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물질은 세포 괴사와

단백질 구조 및 효소 활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체내 유

해물질이다. 과산화지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암과 심혈관

계 질병 유병률이 높아진다. 

과산화지질은 소변과 혈액의 인체 시료를 통해서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정밀 농도 측정방법으로는

ELISA Kit를 이용해 추출한 소변 내 물질에서 흡광도를

이용하여 과산화지질 농도를 분석하는 비색법이 있다. 간

이측정 방법은 과산화지질 생성을 유도하는 시약과 소변을

혼합하여 기준색과 비교하여 과산화지질 수준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색변화를 통하여 수준을 판단하는

간이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간이 측정 키트(Radical Balance,

PHARMA JENISTEC, Korea; 특허 10-1312686호)를 이용

하였고, 시약이 붉은색으로 변할수록 소변 중 과산화지질

농도가 높다고 판단하며 색변화에 의한 5단계 수준으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o. Age
Gender

(M:Man, 
W:Woman)

No. Age
Gender

(M:Man, 
W:Woman)

1 24 M 16 48 W

2 24 M 17 23 W

3 22 W 18 21 W

4 24 M 19 20 M

5 48 W 20 42 M

6 20 W 21 20 M

7 37 W 22 22 M

8 20 M 23 20 M

9 29 W 24 23 M

10 24 M 25 25 M

11 29 M 26 20 W

12 51 W 27 24 W

13 48 W 28 35 M

14 48 W 29 22 M

15 20 W 　 　 　

Table 2. Factor of profile of mood state test.

Factor Sub factor Question Number of questions

Mood state

Tension-anxiety 2/10/16/20/22/26/27/37/41 9

Depression-dejection 5/9/14/18/21/23/32/35/36/44/45/48/58/61/62 15

Anger-hostility 3/12/17/24/31/33/39/42/47/52/53/57 12

Vigor-activity 7/15/19/38/51/56/60/63 8

Fatigue-inertia 4/11/29/40/46/49/65 7

Confusion-bewilderment 8/28/37/50/54/59/6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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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본 측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과산화지질 측정

방법과 비교분석한 실험에서 90%이상의 검정신뢰성을 보

여주었다. 본 간이측정방법은 실외에서 소변시료를 이용

해 5분간 반응시켜 과산화지질 농도 수준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간편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

구의 시간에 따른 전체 실험순서는 Figure 2와 같다. 

4. 통계분석

산림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기분상태척도와 과산화지질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일한 피험자의 반복측정을 통

한 변화분석방법인 paired t-test를 이용하였고, 정규분포

를 이루지 않는 자료에서는 비모수 검정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기분상태척도 비교 결과

총기분장애점수(Total mood disturbance score, TMD)는

산림지역에서 유의하게 낮아져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항목에서도 산림

지역에서는 부정적 감정 완화가 확연히 드러났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분노, 피로 항목에서 부정적 감정이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3, 4). 다른 연구사례에서도 도

시지역에 비하여 산림지역에서 불안, 분노, 피로, 혼란 우

울감이 완화되었다(Kim et al., 2012; Yang et al., 2011;

Ji et al., 2012).

그 외 연구에서도 다양한 심리척도를 이용하여 산림 활

동에 의한 심리적 안정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혼모

를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서 우울감과 자존감

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으며(Song et al., 2009), 우울증

회복기에서 더 이상 증상 호전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소의 우울감이 감소되고 삶의 질

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Kim et al., 2009). 이외에 회

사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대신 자

연경관을 보여주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 되는 경향을 보

였다(Yi and Yi, 2006).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

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적대감과 대인예민

성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Shin et al., 2000). 마찬가지

로 소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치유캠프에서는 심리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완화되었다(Yoo et al., 2011). 종

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분상태척도 외에 다른 심리척도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산림에서 심리적 안정효과를 보였다.

특히 우울증환자와 부적응 학생 및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정효과가 나타나므로, 사회적 약자

를 대상으로 한 심화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과산화지질 수준 비교 결과

첫째날에 실시한 산림지역 실험에서 과산화지질 수준

이 2.4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튿날에 실

시한 도시지역 실험에서는 과산화지질 수준이 2.9에서 3.5

수준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3). 2시간 동안의 단

기간 체류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과산화지질 수준의

경향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산화지질

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표이며, 단기간의 환경노출이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지표라는 것을

Figure 2. Flow chart of experiment. 

Figure 3. Results of POMS score between forest and city

area (T-A, Tension-Anxiety; D, Depression; A-H, Anger-
Hostility; V, Vigor; F, Fatigue; C, Confuse).

Figure 4. POMS score (Total mood disturbance score, TMD)

between forest and c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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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산화지질의 특성이 실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각 지역에서 진행한 실험은 특정 하루에 나

타나는 개인의 컨디션 변화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

나, 단기간의 환경노출에 의한 반응을 측정하는 지표인 과

산화지질로 동일하게 실험에 적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

였다. 한편, 산림에서 과산화지질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적고 스트레스 완화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도시 환경노

출에 의해서 과산화지질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대기환경

과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

면, 대기 중의 미세입자에 의해 과산화지질 수준이 높아

졌다는 연구(Kim et al., 2005)가 있었고, 대기오염에 노출

된 피험자의 과산화지질 수준이 높아졌다(Leem et al.,

2005)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도시지역에서 과산화지질

수준이 높아진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실험 진

행 시 대기질 측정은 함께 진행하지 않아 환경부에서 제

공하는 대기 오염도 실시간 제공 시스템 자료를 인용하였

다. 해당 날짜의 대기질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2013년의

실험과 동일한 날짜의 대기질 수준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

라 제주 도시지역과 산림지역의 2013년 9월 14일부터 10

월 13일까지의 대기질 특성은 산림지역의 대기오염물질

(O
3
, CO, PM-10, NO

2
, SO

2
)농도가 도시에 위치한 제주시

에 비하여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제

주시에서 38 µg/m3으로 나타나 서귀포시 33 µg/m3에 비

해 낮았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대기질이

과산화지질 수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에 따른 과산화지질 수준 결과(Table 4)에서는

산림지역에서 여성의 과산화지질수준이 2.1에서 1.6 수준

으로 낮아졌다. 반면, 남성 피험자는 도시지역에서 과산화

지질이 2.9에서 3.7 수준으로 높아졌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인체 대상 실험에서는 흡연, 음주, 운동, 개인 질병력

등이 활성산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다(Yoon, 1997;

Kim et al., 2005; Lee and Kang, 2007; Choi et al.,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과산화지질 수준

차이는 흡연여부와 질병력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도

시지역에서 남성 피험자의 과산화지질 수준이 높아진 것

은 흡연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여성 피험자의 경우는 상

대적으로 흡연률이 낮아 산림지역에서 과산화지질 수준

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최종 피험자

연령별 분포는 피험자 29명 중 21명이 20대로 편중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활용해 연령에 따른

과산화지질 수준 변화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흡연, 음주 등

의 생활습관과 과산화지질 수준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

활습관과 질병력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환경

노출에 의한 과산화지질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더욱 유용

할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질병력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분석이 어려우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습관과 질병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환경노출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유캠프에

서 과산화지질 지표의 활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걷기라는 일반적 활동 외에도 등산 강도에

따른 산화스트레스 회복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쥐에서 항

산화 효소의 활성이 높았다. 훈련 초기에는 활성산소 농

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항산화 효소 활성이 활발히 일어

나 훈련 종료 후에는 건강증진 효과를 보였다(Kwak et al.,

2003). 또한 지속적인 유산소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항산

화 효소 활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Kim, 2000)도 같은 맥

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단기간 높은 강도의 운

Table 3. Change of malonaldehyde(MDA) level during 2days.

Region
pre post Mean Rank

(Sum of ranks)
Na

Mean Rank
(Sum of ranks)

Nb Nc Z p-value
Mean±SD

Forest 2.4±0.30 1.9±0.25   7.32(80.50) 11 8.17(24.50) 3 15 -1.775 0.076

City 2.9±0.17 3.5±0.22 15.00(60.00) 4  11.37(216.00) 19 6    -2.446* 0.014

a: post<pre, b: post>pre, c: post=pre, *p<0.05

Table 4. Change of malondialdehyde(MDA) level by gender.

Region Gender
Pre Post Mean Rank

(Sum of ranks)
Na

Mean Rank
(Sum of ranks)

Nb Nc Z
Mean±SD

Forest
Man 2.7±1.62 2.2±1.56 5.17(31.00) 6 4.67(14.00) 3 6 -1.018

Woman 2.1±1.61 1.6±1.08 3.00(15.00) 5 0.00(0.00) 0 9 -2.070*

City
Man 2.9±0.79 3.7±1.22 8.50(17.00) 2 6.73(74.00) 11 2 -2.040*

Woman 2.7±1.05 3.2±1.12 7.00(14.00) 2 5.13(41.00) 8 4 -1.430

a: post<pre, b: post>pre, c: post=pr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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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과산화지질 농도가 높아져 산화스

트레스가 일어났다(Alessio et al., 1988). 이에 따라 지속

적인 운동이 산화스트레스 예방과 건강증진에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운동보다 산림운동에서 혈압

이 낮아지며 항산화 효소 수준에서 유리하다는 연구결과

(Choi et al., 2008)를 통하여 산림운동이 건강증진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로 수행할 연구

에서는 산림운동의 효과를 운동 강도와 시간별(장기간, 단

기간)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산림활동에 의한 치유효과 측정을 위한 생리

적 지표로써, 과산화지질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진

행하였다. 기분상태척도 결과에서는 도시보다 산림에서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과산화지질 수준이 도시지역에서 2.9에서 3.5

수준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산림지역에서는 2.4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산림에서의 심리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생리적으로도 도시보다 산림에서 산

화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과산화지질은 산

림 및 도시 환경 조건의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화스트레스는 환경조건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보다 산림의 환경조건이 스트레스 완화와 활성산소에 의

한 인체 내 산화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단기간 환경

노출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생리적 지

표 중의 하나로써, 과산화지질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산림치유 효과측정을 위한 연구에서는 장기간 산

림에서 체류 또는 활동할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에서의 운

동 및 활동 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다양

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리 및 생리적 지

표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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