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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researched the image of different forest species by asking those who use these forests how they feel when 

enjoying them for their various purposes. We surveyed five different forest areas, these were a pine forest a korean pine forest 
a cypress forest a broad leafed forest and a mixed forest. We asked 806 people how these forests made them feel and what they 
thought was the image of these forests. We offered them a choice of 18 pairs of adjectives to describe how they felt. We used 
the SD Scale and discovered 4 different factors. A feeling of comfort and freshness and a feeling of order and space. There 
was also a feeling of intimacy with nature. Each forest gave out its own feeling and image. comfort and freshness was felt by 
those in the pine forest, the korean pine forest, the broad leafed forest and the mixed forest . A Feeling of order and space was 
felt in the korean pine forest. Intimacy was felt in the pine forest, broad leafed forest and the mixed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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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휴양과 치유를 목적으로 숲을 찾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자연휴양

림 이용객은 1989년 44,000명에서 2011년 약 1,070
만명(Korea Forest Service, 2012a)으로 약 300배 가

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치유의 숲의 조성과 

확대로 이어져 현재 전국적으로 4개의 치유의 숲이 조

성· 운영 중에 있고, 치유환경이 우수한 백두대간 지역

에 국립백두대간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

년까지 전국적으로 34개소의 치유의 숲이 조성될 예

정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2b). 치유의 숲은 산

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이 지니

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기능을 활용해 인간의 건강증

진 및 질병치유를 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된 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1a). 특히 산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테르펜 물질은 

인체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톤치드로 대표되는 이 물

질은 스트레스 완화, 긴장 완화, 구충, 이뇨, 거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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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혈압강하 등의 기능이 있으며, 침엽수에서 더 많이 

발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2003). 우리나라

에 피톤치드의 효능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3
년 이후로 이것이 휴양림과 치유의 숲 조성의 계기로 

작용하였으며(Kim 등, 2009) 숲이 인간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근거 중 하나

가 되었다. 
치유의 숲은 현재 산음, 청태산, 장성, 장흥 등 4개

소에서 조성ㆍ운영되고 있다. 산음 치유의 숲은 잣나

무와 다양한 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이고, 청태산 

치유의 숲은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기타 활엽수림, 
그리고 장성과 장흥은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주를 이

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침엽수(40.5%), 활엽수

(27.0%), 혼효림(29.3%), 기타(3.2%)로 구성되어 있

으며(Korea Forest Service, 2012a),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등 기후 및 지역과 지형 등에 따라 그 구성 수

종도 다양하다. 산림치유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은 바

로 이런 다양한 수종과 임상으로 이루어진 산림을 기

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산림경관 관리측면에 있어서 치유효과

를 높이기 위한 경관관리 방법이나 숲가꾸기 방법, 선
호하는 임목 밀도에 관한 연구와 치유인자와 물질, 편
익 등에 대해서는 활발한 반면 침엽수나 활엽수 또는 

개별 수종에 따른 선호 이미지분석이나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대체로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한 선호 이미지와 요인을 분석한 Hwang 
(2002)의 연구나 역시 침엽수와 활엽수의 선호도를 

조사한 Lee와 Kim(2008)의 연구, 침엽수와 활엽수, 
혼효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Korea Forest Service 
(2011b)의 연구 등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치유의 숲 

전제 임상이라 할 수 있는 침엽수림(Lee, 2012)에 대하

여 개별 수종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활엽

수림과 혼효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침엽수, 활엽수 등 임상이나 수종에 따라 사람들이 

숲에서 느끼는 느낌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느낌

에 따라 이용객은 본인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

는 가운데 그 숲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

며 다시 찾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Kim 등(2009)
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숲의 모습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림학적, 산림미학적, 산림휴양과 치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산림경관 관리

기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인 수종과 임상은 방문객의 선택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수종

이나 임상의 숲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인 느낌 즉 마음의 상태, 감정, 감상 등의 이미지는 숲

을 이루는 수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종별, 임상

별 이용자의 느낌이나 선호 이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림의 각기 다른 수종이나 임상에 대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이미지를 찾아내어 치유의 숲 조

성과 운영․관리 등에 활용할 경우 현재보다 한 층 더 

심도 있고 다양한 산림치유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

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에서 침엽수림 중 가장 일반적

으로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숲, 잣나무숲, 편백나무숲

을 비롯하여 활엽수림과 혼효림 등에서 이용객은 어

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 이미지

들을 분석하여 수종별 이용자의 선호의 경향을 파악

한다면 앞으로 치유의 숲 조성에 있어서 좀 더 특성화

되고 이용객의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숲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수종에 따라 어

떠한 이미지를 느끼는지 알아보고 수종간에 이미지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숲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화된 치유의 숲을 조

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산

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 또는 치유의 숲으로 불리

워지고 있는 특화된 숲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활엽수, 혼효림 등으로 이루어진 5개소의 

숲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숲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조

사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연구에 적합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 대상 수

종이 일정 면적 이상을 우점하고 있는 곳으로, 방문 목

적이나 동반 유형, 이용형태 등 이용객의 이용특성이 

같아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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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forest species  by subject

구  분 대상지 수종 혼효율(%) 대표수종 비  고

침엽수

대관령자연휴양림
강원소나무 90

소나무림 강원도 강릉
굴참나무 10

축령산자연휴양림
잣나무 97.57

잣나무림 경기도 남양주
물푸레나무 2.43

남해편백자연휴양림

편백나무 92.0
편백나무림 경상남도 남해기타 소나무 6.0

중부 활엽수 2.0
활엽수 용대자연휴양림 기타 활엽수 100 참나무 위주 활엽수림 강원도 인제

혼효림 미천골자연휴양림

상수리 44.0

소나무와 활엽수 혼효림 강원도 양양
강원소나무 23.0
신갈나무 17.0

기타 활엽수 16.0

를 위한 수종 및 임상으로 침엽수, 활엽수 및 혼효림을 

선정하였고, 침엽수는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가 높

은 강도로 우점하고 있는 숲 각 3개소, 참나무 위주의 

활엽수림 1개소, 혼효림 1개소 등 총 5개소로 정하였

다. 각각의 수종 및 임상에 대하여 소나무숲은 대관령

자연휴양림, 잣나무숲은 축령산자연휴양림, 편백나무

숲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으로 정하였고, 참나무 등의 

활엽수림 대상지는 참나무 위주의 기타활엽수 분포율 

100%로 조사(Korea Forest Service, 2012c)된 용대휴

양림, 혼효림 대상지는 강원소나무 23%, 상수리나무 

44%, 신갈나무 17%, 기타활엽수 16%로 조사(Korea 
Forest Service, 산림조사 8차기)된 미천골자연휴양림

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Table 1>. 

2.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수종 및 임상별 이용객의 선호이미지 검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3년 8월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자연휴양림 5개소에서 쉬거나 산책, 캠핑 활동을 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여름휴가

철이라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이용객이 고르게 분포

하고 있어 설문을 진행하기 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용객의 이용패턴에 있어서도 숙박, 야영, 휴식, 가족

동반 등에 대한 동질성을 고려하였다. 설문조사는 1대 

1의 직접 설문 방식으로 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숲에서 느끼는 이미지

에 대해 18개의 형용사 쌍을 구성하고 7점척도의 의

미분별법을 사용하였다. 

총 8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설문으로서 유효성이 없는 28부를 제외한 총 778부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

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객이 선호하는 이미지

에 대한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하였고, 선호

하는 이미지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

고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각각의 

수종별로 유형화된 요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

석하였다.

2.3. 의미분별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

연구 대상지인 각 수종의 숲에 대하여 떠오르는 선

호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미분별법 (Semantic 
Differential Scale, S. D. Scale)을 사용하였다. SD법

은 느낌이나 이미지, 선호 등 감정을 표현한 형용사를 

가지고 인간의 심상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1969
년 Osgood가 개발하였다. 개발당시에는 세계 각국 어

휘의 의미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조사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후 경관이나 감정의 평가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을 

적용한 경관, 수종 등의 이미지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Hwang(2002)은 침엽수와 활엽수의 

생리․심리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Hwang(2002)
은 침엽수와 활엽수의 선호도 면에서 활엽수를 더 선

호한다는 결과와 함께 SD법을 통한 이미지 선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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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tems of the final selection (18)

1. 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운 10. 깨끗한 더러운

2. 질서 있는 무질서한 11. 친밀감이 있는 친밀감이 없는

3. 시원한 답답한 12. 분산된 집중된

4. 동질적인 이질적인 13. 탁 트인 꽉 막힌

5. 쾌적한 불쾌한 14. 일반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6. 균일한 균일하지 않은 15. 조화로운 조화롭지 않은

7. 개방적인 폐쇄적인 16. 아름다운 추한

8. 편안한 편안하지 않은 17. 낭만적인 낭만적이지 않은

9. 활력이 있는 활력이 없는 18. 따뜻한 차가운

연구한 결과 침엽수림은 정연성이, 활엽수림은 쾌적

감과 공간감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또한 침엽수림에서 ‘긴장-불안 ’이라는 변인이 활

엽수림보다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로 Kim(2012)은 자연휴양림과 도시형 산림, 도시경관

을 대상으로 건강한 대학생 50명을 통해 SD법으로 선

호경향을 연구한 결과 자연휴양림, 도시형 산림, 도시

경관의 순으로 쾌적감과 자연감이 높았다는 것을 밝

히고 있다. SD법을 활용한 또 다른 연구로 Kim(1999)
은 산림경관을 지각하는 단서가 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 임연·임내 경관의 이미지는 정연성, 평가성, 
생명/성숙성의 순으로, 임외경관은 평가성, 정연성, 개
방성의 순으로 산림경관의 이미지를 규명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인공림, 천연림의 시업시 다양성 요소, 수
관선의 윤곽, 임분밀도 등의 시업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도출을 위한 척도를 만들고

자 의미분별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경관의 이미지를 

도출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51개의 형용사 쌍을 구하

였다. 이 중 의미가 중복되거나 형용사 쌍끼리의 의미

가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는 것, 내용파악이 난해한 것, 
일반적인 숲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 등을 제외하여 예

비 평가항목을 선정한 후 산림치유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통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18개
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Table 2>. 설문을 통해 제

시한 형용사는 주로 대상 숲에서 받게 되는 느낌을 표

현할 수 있는 상태표현어, 감상표현어, 감정표현어 등

으로 3, 2, 1, 0, -1, -2, -3 등 모두 7단계로 구분하여 해

당되는 단어에 대한 감정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형용사 이미지에 관한 설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2  1  0  -1  -2  -3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3. 결과 및 고찰

3.1. 이용객의 전체 이미지 분석 결과

전체 이용객들이 숲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의 항목

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의미분별법

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적일관성 정도를 검토한 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88로 나타났으며, 일
반적으로 신뢰도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

(Wu, 2007)으로 본다. 이용객들이 숲에 대해 느끼는 

가장 높은 이미지는 5번‘쾌적한 - 불쾌한’으로 나타났

으며, 3번‘시원한 – 답답한, 1번‘자연스러운 - 부자연

스러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이 가장 낮은 이미

지는 8번‘편안한 - 편안하지 않은’이었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숲에서 이용객들은 쾌적함을 

제일 높게 느끼고 있으며, 시원함이나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정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평균이 가장 낮은 8번 이미지의 경우 숲에서의 

활동이 쾌적하고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편안하지

만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의 편

리한 생활환경과는 달리 숲 속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한다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활동해



1523숲의 주요 수종에 따른 이미지의 규명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images 

이미지 조사 항목 평균(n=778) 표준편차

이미지1 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운 2.55 .828

이미지2 질서 있는 무질서한 1.17 1.242

이미지3 시원한 답답한 2.62 .992

이미지4 동질적인 이질적인 1.08 1.107

이미지5 쾌적한 불쾌한 2.68 .894

이미지6 균일한 균일하지 않은 1.46 1.366

이미지7 개방적인 폐쇄적인 1.15 1.244

이미지8 편안한 편안하지 않은 0.76 .964

이미지9 활력이 있는 활력이 없는 0.96 1.007

이미지10 깨끗한 더러운 0.96 .982

이미지11 친밀감이 있는 친밀감이 없는 1.01 1.052

이미지12 분산된 집중된 2.31 1.687

이미지13 탁 트인 꽉 막힌 1.47 1.378

이미지14 일반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1.84 1.490

이미지15 조화로운 조화롭지 않은 1.14 1.028

이미지16 아름다운 추한 0.80 .905

이미지17 낭만적인 낭만적이지 않은 1.07 1.083

이미지18 따뜻한 차가운 1.55 1.372

Cronbach’s alpha  .888,  항목수 18

야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

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수종별 이용객의 이미지 분석 결과

수종별로 이용객들이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항목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합

계평균에서 볼 때 잣나무숲이 가장 높은 이미지 선호

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나무숲과 혼효림은 

같은 것으로 그리고 활엽수림, 편백나무숲 순으로 측

정되었다. 편백나무 숲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  1.37로 

가장 낮은 이미지 합계 평균을 보이고는 있지만 3, 2, 
1, 0, -1, -2, -3의 7점 척도로 볼 때 부정적 이미지보다

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더 가까움을 <Table 4>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각각의 수종별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높은 항목으

로는 소나무숲의 경우 7번 ‘개방적인 – 폐쇄적인’, 15
번‘조화로운 - 조화롭지 않은’이 높게 나타났다. 혼효

림의 경우에는 2번‘질서 있는 – 무질서한’, 17번 ‘낭

만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으로 조사되었다. 활엽수림

에서는 9번 ‘활력이 있는 - 활력이 없는’과 17번‘낭만

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으로 나타났고, 잣나무 숲의 

경우에는 7번 ‘개방적인 - 폐쇄적인’과 11번 ‘친밀감

이 있는 - 친밀감이 없는’이 높게 나타났다. 편백나무 

숲에서는 1번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과 8번 ‘편
안한 - 편안하지 않은’이 높게 나타났다.

3.3. 이용객의 이미지 요인 분석 결과

의미분별법(SD Scale)을 이용하여 형용사 쌍 18개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요인적재량 

0.5를 기준치로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각 항목들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요

인을 추출하였으며, 회전방법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중 베리멕스(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
인추출 개수를 지정하기 위하여 고유값(Eigen Value)
은 1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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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 of  image per all item by forest species 

이미지 조사 항목 소나무 혼효림 활엽수 잣나무 편백나무

이미지1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2.61 2.48 2.50 2.23 2.84

이미지2 질서 있는 - 무질서한 1.23 2.95 1.44 2.64 1.45

이미지3 시원한 - 답답한 2.61 2.37 0.35 2.43 1.13

이미지4 동질적인 - 이질적인 1.27 2.89 1.06 2.83 1.27

이미지5 쾌적한 - 불쾌한 2.47 2.49 2.65 2.62 1.01

이미지6 균일한 - 균일하지 않은 1.71 1.27 1.79 1.14 1.38

이미지7 개방적인 - 폐쇄적인 2.94 1.58 1.38 2.92 1.06

이미지8 편안한 - 편안하지 않은 2.63 0.79 2.67 2.73 2.92

이미지9 활력이 있는 - 활력이 없는 1.01 1.01 2.90 2.79 1.06

이미지10 깨끗한 - 더러운 2.65 0.90 1.07 1.03 1.10

이미지11 친밀감이 있는 - 친밀감이 없는 1.03 0.98 2.89 2.89 1.20

이미지12 분산된 - 집중된 -0.63 1.98 -0.40 1.69 -0.67

이미지13 탁 트인 - 꽉 막힌 1.55 1.40 1.47 1.27 1.59

이미지14 일반적인 - 일반적이지 않은 -0.07 1.68 1.85 1.73 1.83

이미지15 조화로운 - 조화롭지 않은 2.91 1.20 1.03 1.22 1.29

이미지16 아름다운 - 추한 2.49 2.69 2.72 2.88 1.07

이미지17 낭만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 2.83 2.96 2.97 1.01 1.44

이미지18 따뜻한 - 차가운 1.59 1.21 1.70 1.45 1.70

평    균 1.82 1.82 1.78 2.08 1.37

적합도(Kaiser Meyer Olkin; KMO)는 0.914,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0.000 이다. 추출된 

네 가지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60.326%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요인 1은 ‘자연스러운 – 부

자연스러운’, ‘시원한 – 답답한’, ‘쾌적한 – 불쾌한’, 
‘깨끗한 – 더러운’ 등 주로 자연스러움, 시원함, 쾌적

함, 깨끗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로 분류되었

으며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쾌적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쾌적감’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질서 있는 

– 무질서한’, ‘동질적인 – 이질적인’, ‘균일한 - 균일

하지 않은’, ‘일반적인 - 일반적이지 않은’ 등 주로 질

서, 동질성, 균일성, 일반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

용사로 구성되어 숲에서 느끼는 정연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정연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개방적

인 – 폐쇄적인’, ‘활력이 있는 - 활력이 없는’, ‘분산

된 – 집중된’, ‘탁 트인 – 꽉 막힌’ 등의 단어로 분류

되어 주로 개방감과 활력, 분산이나 집중, 탁 트임이나 

막힘 등 숲에서 느끼는 공간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

으므로 ‘공간감’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편안한 

– 편안하지 않은’, ‘친밀감이 있는 - 친밀감이 없는’, 
‘조화로운 – 조화롭지 않은’, ‘아름다운 – 추한’, ‘낭
만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 ‘따뜻한 – 차가운’ 등 주

로 심리적 편안함, 친밀감, 조화, 아름다움, 낭만 등의 

의미를 담은 형용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친밀감’이라 

하였다.

3.4. 수종에 따른 이용객 이미지 차이에 대한 검증

수종에 따라서 이용객이 느끼는 이미지의 경향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6>. 수종별 이용자가 느끼는 이미

지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쾌적감, 정연성, 친밀감은 유

의확률(p)이 .000으로 나타났고 공간감은 .006으로 나

타나 수종별로 이용객들이 느끼는 이미지에는 모든 요

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α=.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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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the image factors

문항
요인 신뢰도

(Cronbach's )1 2 3 4

쾌적한-불쾌한 .851 .120 .104 .078

.769
시원한-답답한 .797 .323 .099 .041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724 .325 .170 -.040

깨끗한-더러운 .651 .259 .224 .104

균일한-균일하지 않은 .216 .827 .297 .035

.809
질서 있는-무질서한 .130 .783 .318 .320

동질적인-이질적인 .154 .750 .159 .179

일반적인-일반적이지 않은 .369 .587 -.010 .057

개방적인-폐쇄적인 .297 .116 .789 .122

.680
활력이 있는-활력이 없는 .107 .364 .777 .265

탁 트인-꽉 막힌 .311 .332 .758 -.116

분산된-집중된 .466 .278 .735 -.033

아름다운-추한 .172 .259 -.013 .823

.840

낭만적인-낭만적이지 않은 .191 .094 .190 820

조화로운-조화롭지 않은 .389 .142 .117 .768

친밀감이 있는-친밀감이 없는 .056 -.053 -.053 .748

편안한-편안하지 않은 -.030 .231 .232 .703

따뜻한-차가운 .322 .408 .189 .668

고유치 3.668 3.318 2.313 1.560

전체설명변량(%) 60.326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KMO=0.914, Battlett 구형성 검정=6017.793(p=0.000)

분석결과 쾌적감은 소나무숲, 혼효림, 활엽수림, 잣
나무숲에서 높았고 정연성과 공간감은 잣나무숲에서, 
친밀감은 소나무숲, 혼효림, 활엽수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각 임상에서 고려해

야 할 이미지를 도출해 보면 소나무숲, 혼효림, 활엽수

림은 쾌적감과 친밀감이 가장 높았고 잣나무숲은 쾌

적감과 정연성, 공간감이 가장 높았다. 편백나무숲은 

공간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숲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에 따라 이용객이 

느끼는 이미지는 다양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

라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할 때는 각 임상이 주

는 이미지요인에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밀도조절이나 식재, 가지치기, 시설물 설치 등의 인위

적인 방법을 통해 숲을 이용자가 보다 더 선호하는 방

향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소나무숲, 혼효림, 활엽수림

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관리를 크게 하지 않는 범위에

서 자연스러우며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하며 아울러 

조화로움과 편안함, 따뜻함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관

리할 필요성이 있다. 잣나무숲은 시원스럽고 깨끗한 

느낌과 함께 밀도조절이나 가지치기, 하층식생의 관

리 등을 통해 잘 정돈된 느낌이 들도록 하며 시설물 등

을 숲내에서 가급적 배제하여 공간적으로 개방감이 

많이 들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백숲

에 대해서는 역시 공간감에 유념하여 임목밀도나 수

관 사이의 폭 등에서 개방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Hwang(2002)은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여 침엽수림은 정연성이, 활엽수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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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images  by the  forest species 

요인 N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쾌적감

소나무 150 3.81±..78  a

16.281 .000***

혼효림 121 3.56±..81  a

활엽수 149 3.30±..73  a

잣나무 154 2.90±..79  a

편백나무 204 2.78±..74  b

합계 778 3.27±..77

정연성

소나무 150 3.75±..74  c

9.490 .000***

혼효림 121 3.49±..81  ab

활엽수 149 3.35±..85  c

잣나무 154 3.37±..84  a

편백나무 204  2.87±..78  bc

합계 778 3.36±..80

공간감

소나무 150 3.64±..86  ab

3.634 .006**

혼효림 121 3.28±..87  b

활엽수 149 3.14±..82  ab

잣나무 154 3.08±..70  a

편백나무 204 2.74±..80  ab

합계 778 3.17±..81

친밀감

소나무 150 3.48±..86  a

6.234 .000***

혼효림 121 3.85±..81  a

활엽수 149 3.65±..86  a

잣나무 154 3.33±..76  ab

편백나무 204 3.15±..75  b

합계 778 3.49±..81

※ * p<.05, ** p<.01, *** p<.001

쾌적감과 공간감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

엽수에 대해 쾌적감은 소나무숲, 잣나무숲에서 정연

성과 공간감은 잣나무숲에서, 친밀감은 소나무숲에서 

높았고 활엽수림에 대해 쾌적감, 친밀감이 높게 나타

남으로써 Hwang의 연구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
는 단순한 침엽수와 활엽수를 비교한 Hwang의 연구

에 비해 본 연구는 침엽수의 수종을 세 가지로 세분

화하고 활엽수림과 혼효림까지 더하여 총 다섯 가지 
임상에 대하여 비교 분석함에 따라 차이는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한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교와 다른 수준으로 이해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소나무숲, 잣나무숲, 편백나무숲, 활엽수

림, 혼효림 등 서로 다른 임상에 해당하는 개별 수종이 

이용객에게 미치는 이미지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설계

되었다. 연구 대상지는 이용자의 특성과 대상지의 물

리적 환경을 동질화하기 위해 전국의 자연휴양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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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소나무숲은 대관령자연휴양림, 잣나무숲은 

축령산자연휴양림, 편백나무숲은 남해편백자연휴양

림, 활엽수림은 용대자연휴양림, 혼효림은 미천골자

연휴양림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8월1일
부터 8월30일까지 1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조사된 총 

806부의 설문지 중에서 유효설문지 778부에 대해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종에 따라 이용객이 느끼는 이미지에는 차

이가 있었다. 이미지는 쾌적감, 정연성, 공간감, 친밀

감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수종에 따라 네 가

지 이미지요인 모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에는 각 임상

이 주는 쾌적감, 정연성, 공간감, 친밀감의 이미지에 

유념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쾌적감은 소나무숲, 혼
효림, 활엽수림, 잣나무숲에서, 정연성과 공간감은 잣

나무숲에서, 친밀감은 소나무숲, 혼효림, 활엽수림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하고 

또한 관리할 때 차별화되고 이용객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임상이 

주는 이미지를 고려한 조성과 운영 및 관리가 뒤따라

야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숲을 이용자가 보다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숲, 혼
효림, 활엽수림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관리를 지나치

게 많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러우며 깨끗한 느

낌이 들도록 하며 아울러 친밀감의 요소로 작용하는 

조화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

성이 있다. 잣나무숲은 밀도조절이나 가지치기, 하층

식생의 관리 등을 통해 잘 정돈된 느낌이 들도록 하며 

시설물 등의 배제로 개방감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편백숲에 대해서는 역시 공간감에 유

념하여 임목밀도나 수관 사이의 폭 등에서 개방감이 

크게 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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