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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질환의 발병원

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정신건강문제 경험자 수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기분상태와 우울 및 스트레스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수행하였다. 나주시 N병원의 정신과에 입원 중인 실험군 12명과 대조군 13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5회에 걸쳐 산림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기분상태 검사지(K-POMS-B)와 Beck 우울검사지(BDI) 및

타액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우울상태가 호전되고 스

트레스가 감소되었으며, 스트레스 감소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Abstract: In modern society, we are disconnected from nature and under a lots of stress. And this is cause of

the various diseases. Also than in the past, People experiencing mental health problems and Psychiatric Inpatient

rates appear to have increas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orest experience program

on Psychiatric Inpatients's mood and depressive state, stress respons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5 patients

in the N Hospital in Naju, who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12) and a control group (n=13), and

experiment was conducted form 20 to March 29, 2013. Its effect was verified by utilizing the K-POMS-B and

BDI, saliva.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improvements in their depressive state and degree of

stress state.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p<0.01). However, Cotrol group, these difference were not found.

Key words: forest experience program, psychiatric inpatients, forest therapy 

서 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자연과 접하는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만들어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

한 이점도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연과의 단

절된 삶은 여러 가지 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인 6명중 1명 정신건

강문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수는 2006년 65,498명에서 2011년 75,282명

으로 증가하였다(Cho, 2011).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한 환자들은 다양한 정신재활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나

라 대부분의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이나 정신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심리치료,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극, 사회기술

훈련, 레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있다(Min, 2006). 병동 내

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연구는 심리교육,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Aguglia et al.,

2007; Kim et al. 2007; Kim et al., 2010; Kim et al.,

2006; Son, 2004; An et al., 2006; Choi, 2005), 산림을

활용한 치유법은 미비한 상태이다.

자연과 도시 환경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감정 상태를 심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wan@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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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척도로 평가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더 긍정

적 감정을 많이 유발하고 공포, 분노, 슬픔, 우울, 긴장 등

의 스트레스를 낮추며(Ulrich et al., 1991; Van den Berg

et al., 2003), 자연에서 긍정적 감정과 행복감을 높이고, 분

노와 공격성은 낮아졌다(Hartig et al., 1991). 또한 사무실

주변에 도시림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직장인보

다 직무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다(Shin, 2007).

또한 산림치유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질환의 적합성

평가를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정신장애에서

가장 적합한 질환군은 신체화 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 및 적응 장애, 불안장애, 반복적 우울장애, 지속적

기분장애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Park, 2012). 

이처럼 현대인에게 도출된 질환의 상당부분에 해당하

는 스트레스를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

정신 건강 회복의 정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이 정신건강에 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산

림이 정신장애를 가진 이에게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체

험 프로그램이 정신과 입원환자에 미치는 심리·생리적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과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

여할 것을 동의한 전남 나주시 N병원의 정신과 입원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실험방법과 실험

의 윤리성에 대하여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험자의 동의에 대한 충분한 절차를 밟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도입 전, 연구대상자인 정

신과 입원환자의 식사는 동일하게 제공하였고 병동에서는

일정한 수면과 활동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연

구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 또는 수집된 데이터의 불확실

성으로 판단된 5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명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2주간에 걸친

총 5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Figure 1, 2), 정신과 입

원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구성하였고 매 회 오전10시부터

11시에 걸쳐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은 다음의(Table 1)과 같다. 총 5회기의 산림체험 프로그램

은 야생화와 다양한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

성되었으며, 자연물을 이용한 손수건, 액자 만들기 등 편안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5-10분 전과 프

로그램 종료 후 5-10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각각 생리·심

리적 지수를 측정하였다.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대조군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에 의해 병원 내 일상

생활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1) 기분상태검사지(K-POMS-B)

기분상태는 각 개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식된 일반

화된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McNair, Loor

Table 1. Forest experience program.

Session Date Theme Contents

1 5.20 Handkerchief dyeing We will realize the importance of life with common Wildflower and get a natural color.

2 5.22 What I look like? Make a work that expressed my view by natural object.

3 5.24 If I was/were~ It represent what I want to do.

4 5.27
Decorating the frame with 
natural object 

We can feel the tree's scent and grain.

5 5.29 Community life By group work, it understands that we are one. 

Figure 1. Forest activities I.

Figure 2. Forest activitie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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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oppleman(1992)에 의해 개발된 기분상태척도-단축

형(POMS-SF) 도구를 Yeun and Shin-Park(2006)이 한국

어로 번역한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

Brief(K-POMS-B)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1회 차 시작 전

과 마지막 회 차에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혀 아니다’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긴장, 우울, 분노, 활기, 피곤, 혼돈 등 6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분장애 총점은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돈 등 5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더

한 값에서 활기 하위영역의 점수를 뺀 것을 말한다. 각 하

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기분상태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기분장애 총점이 클수록 기분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McNair 등에 의해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74였고, Yeun and Shin-Park이 한글

판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계수값은 .85였다. 본

조사에서 프로그램 전 Cronbach's α계수는 .895였으며, 프

로그램 후 Cronbach's α계수는 .913이었다.

2)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1961년 개발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우울증 척도 중의 하나로 Beck에 의하여 우울

증의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감이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

성된 자기 보고형 척도로 환자의 우울경향을 측정하기 위

하여 실시하였다. 표준점수는 각 항목당 0-3점으로 평가

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총점 0-63점으로서 0-9 정

상, 10-15 가벼운 우울상태, 16-23은 중한 우울상태, 24-63

은 심한 우울상태로 판단하였고(Beck, 1961), Han et

al.(1986)이 보고한 연구에서 21점, Kim et al.(2001)이 보

고한 연구에서는 16점이 우울상태에 대한 절단점수로 제

안되었다. 프로그램 체험 전과 최종 체험이 끝난 후 총 2

회에 대한 우울상태를 B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코티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이 활성화되면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의 분비와 생성을 자극시키는데, 이러한 코티졸은

주요한 글루코코티코이드 호르몬으로(Sliverthorn, 2009),

타액 코티졸(salivary cortisol)은 순환하는 자유 코티졸을

모두 포함하고 혈중 농도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활성

성분을 모두 반영하여 타액 코티졸 측정방법은 스트레스

반응에서 혈중 코티졸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Moreira et al., 2009). 타액은 채

취하기 30분 전 음식물, 음주, 껌 또는 양치질은 피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체험 전 1회와 체험을 실시한 매 회 오

염되지 않은 전용용기에 빨대를 이용하여 타액을 뱉도록

하여 채취하였다(Figure 3). 채취한 시료는 지퍼팩에 넣어

영하 20oC에서 보관 후, 냉동된 검체를 꺼내 실온에서 완

전히 녹여 영상 4도에서 2000-2020xg로 10분간 원심 분

리하여 DRG 사의 Salivary Cortisol ELISA(SLV-2930)로

분석하였다(Figure 4).

3. 분석방법

측정된 K-POMS-B와 BDI, 코티졸 농도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전과 사후 차이의 유

의미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적 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 ssignedrankstest)을 사용하였다.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자료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기상조건

산림체험 프로그램이 시행된 5일간의 오전 10시부터 11

시까지의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평균기온과 최고 및 최

저기온은(Figure 5)와 같다. 5월 20일의 평균 기온은

17.2oC, 22일과 24일은 23.1oC로 점점 상승하였으나, 5월

27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 온도는 다소 떨어졌으며 29일

또한 16.5oC로 프로그램 실시 5일 중 가장 낮은 온도로 나

타났다. 

산림체험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 날인 5월 20일, 오전 10

시부터 11시에는 온도가 다소 낮고 평균습도는 77.9%로

nó

Figure 3. Collecting saliva for analysis.

Figure 4. Saliv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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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으며, 22일과 24일은 평균습도가 5.18%와 67.6%

로 기록되었다(Figure 6). 일사량은 첫째날은 296W/m2, 둘

째날은 68W/m2, 세번째날은 668.2W/m2로 이튿날과 삼일

째는 비교적 높은 일사량을 보였다. 비가 내렸던 5월 27

일과 29일의 평균습도는 87.7%와 94.5%로 기록되었으며

일사량은 108.6W/m2과 79.9W/m2로 나타났다. 강우량은 5

월 20일과 22일, 24일은 0 mm이었으나, 27일과 29일은

각각 0.5 mm와 0.3 mm를 기록하였다. 비가 왔던 이틀은

습도가 87.7%와 94.5%로 높았으며 일사량이 108.6W/m2

과 79.9W/m2로 매우 낮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Table

2)와 같다. 총 20명 대상자의 연령은 35세부터 56세까지

였으며 남자 10명(50%), 여자 10명(50%)으로 동일한 비

율이었고 평균연령은 47세였다. 산림체험 프로그램 참여

군과 미참여군의 평균연령은 각각 47.63세, 46.18세로 유

사하였다.

3. 기분상태 검사지(K-POMS-B)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과 미참여한 10명을

대상으로 K-POMS-B(기분상태검사지)를 실시한 결과 다

음과 같다(Table 3).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기분장애

총점이 3점 증가했으며, 미참여그룹은 10점 이상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기분TMD의 표준편차는 최소 18점 이상부터 최고 28점

정도까지 상당히 큰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값의 산포가

넓게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기분상태 검사는 개인면접법

으로 실시하였으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정신과 입원

환자에게는 비교적 장시간 응답을 요하는 과정으로 정신

과 입원환자에게는 적용이 다소 어려운 평가법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심리상태의 측정이 용이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POMS를 이용하여 심리상태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숲 체

험을 통해 긴장-불안감과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

으며(Lim, 2011), 산림 조망 및 보행 후 불안, 우울, 분노,

피로, 혼란감이 도심에 비해 현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Ji, 2012).

4. Beck 우울척도(BDI)

BDI로 우울정도를 측정한 결과,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의 평균값은 16.73에서 14.55로 감소하였고 미

참여 그룹은 18.60에서 19.90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0-9 정상, 10-15

가벼운 우울상태, 16-23은 중한 우울상태, 24-63은 심한

우울상태로 판단한다는 Beck(1961)에 따르면 참여그룹은

중한 우울상태에서 가벼운 우울상태로 변하였으며 미참

Figure 5. Temperature data analysis.

Figure 6. Humidity and Solar radi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Group

Gender Age

Male
(n)

Female
(n)

M±SD Range

Experimental group 5 5 47.63±6.05 37-56

Control group 5 5 46.18±5.19 35-52

Total 10 10 46.91±5.65 35-56

Table 3. Change in K-POMS-B through forest experience program.

State
Experimental group(n=10) Control group(n=10)

Before(M±SD) After(M±SD) Z Before(M±SD) After(M±SD) Z

T  6.82±3.40 7.09±5.15 -.30 4.70±3.37 6.64±4.50  -.68

D  6.82±4.51 7.45±5.92 -.56 5.64±4.25 7.64±5.10 -1.61

A  5.45±4.08 7.18±5.51 -1.02 5.64±4.06 6.80±4.49 -1.19

V 10.45±4.70. 9.82±5.27 -.54 8.73±5.59 8.88±6.10  -.17

F  6.54±4.23 6.65±5.41 -.15 6.00±4.47 6.40±4.65  -.51

C  7.91±2.70 8.27±3.52 -.49 6.67±3.23 7.80±3.33  -.60

TMD  23.09±18.77 26.73±28.18 -.51 16.43±19.23 28.00±27.51  -.67

*T: Tension, D: Depression, A: Anger, V: Viger, F: Fatigue, C: Confusion, TMD: Total Mood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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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룹은 전·후 동일하게 중한 우울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에 우울상태에 효과가 있

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 내 활동한 일반인의 BDI

측정값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Kim, 2009)과 같이 정신

과 입원환자에 있어서도 산림체험 프로그램이 우울상태

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코티졸 농도

프로그램 참여자 10명과 미참여자 10명의 총 5일간의

코티졸 농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참

여그룹의 사전 코티졸 농도 3.65는 프로그램 후 2.75로 감

소하였으며, 10명 가운데 9명의 코티졸 농도 값이 감소하

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Z = -2.701, p<0.01). 이는 이보구(2012)의

연구에서 숲 체험 후 일반남성의 코티졸 수치가 1.7%정

도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신과 입원환자들에게도 삼림욕을 하고 난 후 인체의 스

트레스 감소로 생리적인 변화와 안정이 증강된다는 결

과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미참여그룹의 사전 코티졸

농도는 3.09, 사후 코티졸 농도는 3.47로 나타났으며, 사

전에 비하여 사후의 코티졸 농도가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신과 입원환자 가운데 산림체험 프로그램 참여 그룹

과 미참여 그룹의 코티졸 농도를 2주간 프로그램 전 1회,

프로그램 후 5회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Figure 7). 프로그램에 참여 그룹은 실시 전 미참여 그룹

에 비하여 코티졸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첫 회 실시 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반하여 미참여 그룹의 코티졸 농도는 증가하였다. 프

로그램 참여 그룹과 미참여 그룹의 코티졸농도의 변화추

이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 값을 제

외하고 참여 그룹의 값이 미참여 그룹보다 모두 낮았다.

코티졸 농도는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한다(Sliverthorn,

2009)는 연구결과와 같이, 참여그룹의 스트레스가 감소되

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igur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림체험 프로

그램 시행 후, 측정한 코티졸 값은 점차적으로 떨어졌으

나, 4·5일 차에는 참여 그룹의 코티졸 농도 값이 1·2·

3일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4·5

일 차에 내렸던 비와 높은 습도 및 낮은 일사량과 연관성

이 있다고 보는 바이며 낮은 습도와 높은 수준의 일사량

은 기분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Sanders et al., 1982;

Cunningham, 1979)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 멜라토닌 농도가 낮은 경우 기분 부전증 및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감정이나 인지기능에 있어서 정신

지체의 증상과 멜라토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일정

한 광주기가 유지되지 않는 집단에서 계절 정서 장애

(seasonal affected disorder; SAD)가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Brown, 1995; Partonen, 1998; Wetterberg,

1985)에 기인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도 정신과 입원

환자의 코티졸 농도 변화가 기상상태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4. Change in BDI through forest experience program 

Item
Experimental group(n=10) Control group(n=10)

Before(M±SD) After(M±SD) Before(M±SD) After(M±SD)

B D I  16.73±14.26 14.55±15.32  18.60±10.27 19.90±14.21

Table 5. The comparison of Cortisol levels for each group.

Item M(SD)

Negative Ranks Positive Ranks 

Ties Z
N Mean rank

Sum of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Experimental group
Before 3.65(.37)

9 6.00 54.00 1 1.00 1.00 0 -2.701*

After 2.75(.56)

Control group
Before 3.09(.93)

3 5.00 15.00 7 5.71 40.00 0 -1.274
After 3.47(.54)

*p<0.01

Figure 7. Comparison in Cortisol level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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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림체험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심리상태와 생리상태의 변화를 측정하

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팀에 의

해 제안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013년 5월 20

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참

여한 10명을 실험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0

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분상태검

사지(K-POMS-B)와 백 우울척도(BDI)를 이용하여 심리부

분을 측정하여 각각 점수를 산출하여 총점을 도출하고 평

가토록 하였으며, 타액 채취를 하여 DRG 사의 Salivary

Cortisol ELISA(SLV-2930)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림체

험 프로그램에 참여 그룹의 기분상태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우울정도는 ‘중한 우울상태’에서

‘가벼운 우울상태’로 변하였다. 미참여 그룹의 기분상태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정도도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액을 채취하여 코티졸 농도 측정

한 결과, 참여그룹의 사전 코티졸 농도 3.65는 프로그램

후 2.75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Z = -2.701, p<0.01). 미참여 그룹의 사전 코티졸 농도

는 3.09, 사후 코티졸 농도는 3.47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비하여 사후의 코티졸 농도가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처럼 정신과 입원환자의 우울증상은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에 의해 완화된 결과를 보였으며, 스트레

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던 설문검사지 가운

데 기분상태검사지의 경우 정신과 입원환자에게는 다소

긴 문항으로 정확한 심리상태의 측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정신장애를 가진 이의 심리상태 측정도구의

고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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