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97

http://dx.doi.org/10.14400/JDC.2015.13.6.297

산림의 웰니스적 활용을 위한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정립 연구
-대도시 지역(특·광역시)을 중심으로-

정미애, 이정희, 유리화, 박수진, 김재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A study on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for application of 

forest area on wellness -focused on urban area-

Mi-Ae Jeong, Jeong-Hee Lee, Rhee-Hwa Yoo, Su-Jin Park, Jae-Jun Kim

Department of Forest Welfare Research,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요  약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산림을 이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
용하여 웰빙과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산림치유’라 정의하고, 치유의 숲
을 조성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유의 숲은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조성되
어 있어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산림치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기
준은 대도시의 파편화된 산림 면적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
도시 치유의 숲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에 
대한 조성면적 기준 현황을 검토하고,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조사하여, 면적기준과 보행권의 분석
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자연공원, 관광단지 등 유사 야외휴양공간의 면적기준에 비하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은 대도시 환경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을 위
한 최소 면적기준을 산출한 결과, 국공유림 25만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도시 지역의 치유의 숲 적정 면적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치유의 숲, 도시숲, 면적 기준, 웰니스, 건강증진, 산림치유

Abstract Forest area was applied as health promotion place for resident. Korea Forest Service set the term of 
“forest healing” based on the application of forest area as health promotion, whi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forest policy, and construct the “healing forest” for the healing space. Handicapped was excluded from the 
forest healing service as healing forest was located in the point away from urban area.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was difficult to set as urban forest area was fragmented. This study conducted on adequat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in urban region. This study surveyed the laws related to the outdoor recreation place, and 
the walking range of the handicapped (elders, disabilities). The results were deduced with interrelationship 
between two factors(forest policy, human walking range). Healing forest size was not departmentalized for urban 
area compared with the standard of similar outdoor space (tourism complex, urban parks). Healing forest size 
was changed from 50ha to 25ha in national forest, from 30ha to 15ha in private forest considered with walking 
range of handicapped. This study contributes the evidence as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for health 
promotion in urban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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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aneum healing forest
Mt. Cheongtae healing 

forest
Jangseong healing forest Jangheung woodland

Jat-Haynggi 

Pureunsup recreation 

forest park

Scenery

Area 56 ha 95 ha 373 ha  100 ha 153 ha

Location
Yang-Pyeong, 

Gyeonggi-do
Hoengseong, Gangwon-do Jangseong, Jeollanam-do

Jangheung, 

Jeollanam-do

Gapyeong, 

Gyeonggi-do

Program Life stage program Maladaptation program
Environmental disease 

program
Forest therapy program

Nut pine therapy 

program

Visit

ors(

pers

on)

2009 1,067 - - - -

2010 3,063 - 73,000 - -

2011 5,663 734 151,174 - -

2012 97,984 3,861 212,952 - -

2013 114,925 6,835 330,030 335,239 -

2014 165,254 8,380 359,354 608,487 Oct, 2014 open

<Table 1> Summary of healing forests in Korea

1. 서론 

재 도시환경은 인구과 화,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러한 도시환경의 수용성을 증 하기 하여 도시 구성요

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주요 심사가 되고 있다. 

도시환경의 쾌 성과 활용성 증진을 해서는 도시숲과 

같은 그린인 라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도시숲은 인구과 화와 산업 활동 등에 의해 악화된 

도시환경에 해 온도 감효과를 보여  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도시민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2].

산림청에서는 2011년에 산림을 국민 건강증진 장소로 

활용하기 해 ‘산림치유’라는 개념을 정립하 다. 산림

치유는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

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한다(산림문화휴양에 한 법률 제2조). 한, 

이러한 산림치유 개념을 도입한 공간을 치유의 숲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 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유의 숲은 2015년 

재 국립 3개소, 공립 2개소가 운 되고 있다. 재 2015년 

3월 기 으로 양평, 강릉 지역 등에서 29개소 국·공립 치

유의 숲이 조성 이다.

산림청에서 조성한 야외휴양공간은 자연휴양림, 산림

욕장, 국민의 숲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최근에 조

성된 치유의 숲에 한 이용객이 격히 늘어나고 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010년에 9,437,000명에서 2013년

에 12,780,000명으로 늘어나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

으며, 자연휴양림 이용객뿐만 아니라 높은 이용객 증가

율을 보이고 있는 치유의 숲은 2009년도에 1,067명이 이

용하 고 2013년도에는 787,029명, 2014년도에는 1,152,921

명이 방문하여 폭발 인 이용증가율을 보 다. 각 치유

의 숲에서는 지역의 산림 특성과 상자에 맞추어 산림

치유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남 장성에 치한 장

성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의 높은 피톤치드 함량을 이용

한 환경성 질환자의 면역력 향상을 목 으로 하는 건강

증진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립 치유의 숲인 장

흥 편백숲 우드랜드는 풍욕, 향기요법 등 다양한 산림치

유 로그램과 목공  로그램 등으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다. 각 치유의 숲은 해당 지역에 고유 산림 

에서 피톤치드 함량이 높거나 자연환경이 잘 보 되어 

있는 산림을 활용해 조성되었으며, 재 조성된 치유의 

숲의 규모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Table 1>. 

그러나 재 치유의 숲은 교외지역에 치하고 있으

며, 교통 이용이 불편한 근성이 낮은 치에 조성

되어 있다. 주변 도시 주민의 경우에는 일부 이동수단

을 보유한 경우에만 방문이 가능한 상황이다.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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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치유의 숲 이용객은 이동

시간 1-2시간을 소요하여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부분이 인근 도시 거주민이라고 하 다[3]. 이동에 

해 불편함을 겪는 사회  집단을 ‘교통약자‘라 하며, 이들

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

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

의하고 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이들이 

도시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와 웰빙 실 은 자아존 감과 사회에서의 부

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5]. 이

러한 시 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으로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산림치유 서비스 증 를 

한 방안 마련이 시 하다. 그러나 행 법률상 도시 

치유의 숲 조성을 한 면  기 은 실 으로 반 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산림 문화·휴양에 한 법률 시행

령 제9조의2에서 도시에 한 치유의 숲 조성 면  기

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에 50만제곱미터이상, 국가  지방자치 외

의 자가 조성할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이상의 산림이 존

재하여야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2014년 

8월 기 ). 비도시지역의 산림보다 도시지역의 산림은 

임·소반 소유자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의 

편화로 인하여 구역면  선정을 하기 하여 소비되는 

시간과 소요비용이 높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조성면 기

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한, 치유의 숲 조성면 기

에 한 지역별 세분화를 하여 주요 변수를 수집하

여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제시된 도시숲 활용 야외공간에 한 면  기 , 기존 숲

길 로그램 실행 폭 산출식과 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최소 조성면 기 을 산

정하고자 한다. 단, 도시숲에서 휴양공간을 한 정면

기 에 한 연구는 재까지 미비한 상태 기 때문에, 

새로운 기  산출을 한 주요 변수 선정  이론  도출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책 으로 반 할 

수 있는 치유의 숲에 한 세분화된 기  도출이 시 히 

요구됨에 따라 선구 으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과 련된 야외공간

에 한 법률상 정 면  기 을 분석하고, 노약자, 장애

인의 보행 거리 등을 반 한 도시 치유의 숲의 정 면

 기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도시숲 활용 야외공간 조성 면적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

성되어 있다. 산림청을 비롯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숲과 도시녹지, 도시자연공원 등을 조성하 다. 이에 

한 조성면  련 법  기 과 제도를 검토하 다. 도

시숲에서 활용한 정 조성 면 과 기 정립에 한 근

거 등을 검토하여 도시 치유의 숲의 조성 면  기 에 

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한, 산림지역에 비하여 도

시라는 공간의 구분과 면 기 에 한 고찰을 통하여 

도시에서의 산림과 녹지의 정 면 을 검토하 다. 

단, 도시 지역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6개 역시(인

천, , 구, 주, 부산, 울산)의 산림면 과 국토면

을 반 한 것이며, 세종시는 제외하 다.

2.2 일반인 및 교통약자 보행권 분석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 이용자에 한 보행권을 

분석하 다. 도시숲은 도시 인근 는 내부에 치하

기 때문에 일반인과 교통약자인 노약자와 이동장애인 

등도 이용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약자에 해서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에서의 산림치유 로그램 등

을 제공하기 해서는 이들의 보행권을 분석하여 최소 

정 면 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과 교통약자의 보행권은 보폭  보행속도와 

보행거리 등을 참고하여 비교분석하여 도시숲에 활용 가

능한 보행권 련 시사 을 도출하 다.

2.3 치유의 숲에 적용 가능한 적정 기준 면적 

도출

도시숲 활용 야외공간에 한 련 법률  제도 분석

을 통해 도출된 시사 과 일반인·교통약자의 보행권 분

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 을 바탕으로, 산림에서의 로

그램 실행면  산출식을 활용하여 도시 내 치유의 숲

에 용 가능한 정 기  면 을 도출하 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도시숲 활용 야외공간에 대한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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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숲은 체 산림면 의 

17%에 해당하는 2,519,000 만제곱미터이다. 도시숲은 산

림과 수목, 공원과 녹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산림과 

수목이 1,035,000 만제곱미터로 96%를 차지하며, 나머지 

4%는 공원, 녹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과 수목의 산림 

부분에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과 공원과 녹지의 도시자

연공원구역, 묘지공원, 공공공지, 수지는 비생활권 도

시숲으로 재분류된다. 한, 가로수, 도시녹지, 학교숲과 

도시공원 등은 생활권 도시숲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반 으로 생활권 도시숲은 36,000 만제곱미터로 3.4%이

며, 비생활권 도시숲은 체 도시숲의 96.6%를 차지하는 

등 부분의 면 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생활권뿐만 아

니라 범 한 비생활권 도시숲을 활용한 산림에서의 휴

양  치유공간에 한 개념 정립과 기 이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생활권 도시숲은 국립공원, 자연보

호구역과 같은 넓은 자연지역 외에 도시 인근에 도시 주

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으로서 도시민의 생활의 질

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정  효과를 가져다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 다

양한 형태의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연휴양

림과 치유의 숲은 산림문화·휴양에 한 법률(이하 산림

휴양법) 제13조제3항에 지정면  기  등이 명시되어 있

다. 자연휴양림은 국·공유림에 한해서는 30만제곱미터이

상의 면 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유림의 경

우에는 20만제곱미터, 도서지역에서는 10만제곱미터이

상 면 의 산림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조성면  기 은 2012년에 개정되어 

새롭게 용된 조항으로서, 도서지역의 산림면  황을 

고려한 조항이다. 치유의 숲은 동법 제9조의2(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기  등)에서 국·공유림의 경우에는 50만제

곱미터 이상의 산림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유림의 경우

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 이외 타부처에서 주 하는 도시숲의 유형에는 

도시공원, 녹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 도

시공원유형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 어 

지정하 으며, 근린공원은 그 규모와 활용목 에 따라서 

세부 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소공원은 지정면 에 

해서 면 제한이 없으며,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

원 등은 소규모 산림 면 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그 이외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역권 근린공

원은 각각 10만제곱미터, 100만제곱미터의 규모의 산림

이 있어야 조성이 가능하다<Table 2>.

환경부와 문화체육 부 의 하에 생태 지역에 

한 지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 은 ‘생태계가 특

히 우수하거나 자연경 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   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 인 ‘으로 자연환경보 법 제2조 

18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 법 제41조에 따르

면, 생태 지역은 환경부장 과 문화체육 부장

에 의 하에 환경 으로 보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

의 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생태 지역은 2013년에 환경부의 장조

사를 통해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재 생태 지역으로 지정되기 한 면  규모에 해

서는 구체 인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생태  인

증지표 개발 연구[6]에 따르면, 생태 지역 환경 규모

에 한 정보는 최소 환경 향을 주는 치에 생태

지역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으며, 이에 

한 자세한 면  기 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생태

 인증지표 5개 항목 (사업경 , 환경보 , 환경인식제

고, 행동, 지역참여)의 수가 일정 수 이상(자연

: 70  이상, 우수생태 : 76  이상)이 되면 생태

지역으로 인증하고 있다. 한, 단지의 조성 면

 기 에 하여 문화체육 부에서는 단지 지정

을 하여 총면 기 을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

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개발목  등을 고려하여 면

기 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진흥법 시행규칙 제

58조2항)<Table 2>. 

이를 통하여 산림을 포함한 야외휴양 는  목

의 공간에 해서 조성면  기 은 조성 주체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조

성 는 민간 주도의 조성과 조성 목 에 따라서 조성면

 기 은 차별화하여 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소  부처 등이 달라 도시숲의 조성면 에 한 

정기 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생활권에서 도

시민 편의를 해서 조성면 에 한 규제를 완화하여 

질 높은 야외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생활권에 맞추어 런던에서는 공공녹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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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ize (over ten thousand square meter)

laws
national forest private forest

urban 
forest

forest 
and 
trees

recreation forest 30 20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healing forest 50 30

urban 
park

living-zone parks
small parks no limitation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

children's park 0.15

neighborhood 
park

local park 1
district park 3

metropolitan park 10
regional park 100

theme parks

historical park, 
cultural parks, 
waterside parks

no limitation

cementery parks 10
sports park 1

urban agriculture 
parks

1

ecotourism area no limitatio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ourism complex

50
(possibility to ease the rules on 

tourism complex size with permission 
of governor)

Tourism Promotion Act

<Table 2> Laws of openspace based on the urban forest

한 기 이 근거리와 녹지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다. 녹지규모는 지역공원, 자치구 내 공공녹지, 메트로폴

리탄 내 공공녹지, 지역권 공공녹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공원은 2-20만제곱미터, 자치구 공원은 20-60만제곱

미터, 메트로폴리탄 공공녹지는 60-400만제곱미터, 지역

권 공공녹지는 4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났다[7]. 

한, 덴마크에서는 포켓 가든(pocket garden) 형태로 도시 

내 야외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

터를 제공하기 하여 소규모 면 인 0.5만제곱미터 이하

의 공간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심 근처에서는 비

도심권과는 달리 다양한 지역권에 따라서 다른 녹지규모

가 나타났다. 도시생활권에서의 도시숲 조성에 한 기

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 치유의 숲의 면  기 을 도시 생활

권 황과 산림 규모에 따라서 용할 필요가 있다. 도

시 내 국토면  비 산림 비율은 46.3%로 국 산림비

율 61.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외 지역의 

국토면  비 산림면 은 62.3%로 도시의 산림면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한, 도시 내 

산림은 지방도  시설지역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

에 치유의 숲 조성 시 행기 을 용하게 되면 재 

도시 내 순수한 산림 면  황에서는 치유의 숲을 조성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대도시 치유의 숲 면적 개정을 위한 분석

3.2.1 일반인 및 교통약자의 보행권 분석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

람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령자의 보행권 분

석을 진행하 다. 국내 교통약자는 총 12,290천명(2010년 

말 기 )으로 체 인구의 24.4%이며, 그 에서도 장애

인은 3.1%, 고령자는 10.9%, 임산부 0.9%로 고령자와 장

애인의 비율이 높다. 한, 2011년에는 12,418천명의 교통

약자가 발생하고, 2016년에는 13,120천명으로 1.2%가 증

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8].

region land size
1)

forest size2) proportion(%)

urban
3)

540 250 46.3

 rural 9,486 5,914 62.3

total 10,026 6,164 61.5

<Table 3> Proportion of forest and rural area 
among the whole land of Korea 

            (unit : ten thousand square meter, %) 

1) 지적통계연보, 2010
2) 산림기본조사 현황, 2010
3) 대도시 지역 :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

주, 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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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교통약자는 보행속도, 보폭 등이 다르기 때

문에 평균 인 보행권도 다르다. 일반인의 경우에 쾌

보행거리는 최소 300m 부터 최  900m이내로 제시되고 

있어, 평균 인 쾌 보행거리는 500m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9]. 일반인과는 달리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신체  

장애와 노화로 인하여 보행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보

행권의 분석을 해서 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노인의 

경우에는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한 의지에 따라서 

이용거리, 생활권 거리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린생활

권의 보행권 보장이 요하다. 노인의 보행거리에 한 

연구는 유치원, 등학교 등에서는 평균 600m, 소방서, 

은행과 같은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은 평균 1,200m정도의 

실 이용거리를 보여 목 지가 멀리 치하여도 이용하고

자 하는 이용거리가 길었다. 이외에 약국, 이발소, 목욕탕 

등의 일반  생활편의시설에 해서는 평균 150m의 실 

이용거리가 분석되었다[10]. 이에 따라 노인의 경우에는 

보행의지와는 계없이 편안하게 로그램 참여하는 경

우의 보행거리를 150m 이하로 악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골 염과 같은 질병이 보행속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성인에 비하여 노인은 

보행특성이 형태 으로 달라져 노화에 의해 제공과 지지

시간이 짧아져 보행속도가 느려지고[11], 골 염으로 

인하여 무릎의 스 링같은 동역학  특성이 떨어져 보행

속도에 변화를 보이게 된다[12]. 이에 따라 노인의 보행

거리는 150m 보다 낮은 수 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하여 보행속도가 더욱 

느리게 나타났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보행속도가 다르다.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에 비하여 해당 보행지역에 해서 경험유무에 따라서 

보행속도 차이가 많이 나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일반인에 비하여 보행속도가 13-32% 정도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르막 는 내리막 지역에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30-49%정도 보행속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이에 따라서 일반인보다 최 13%에서 

최  50%까지 보행속도가 느려 보행반경이 넓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4>. 

area

physically 

disability

(m/s)

delay

rate

(%)

visual

disability

(m/s)

delay

rate

(%)

non-

disabled

(m/s)

flat

land
1.25 13 0.99 32 1.45

uphill 0.5 30 0.71

down

hill
0.54 49 1.06

Reference: Shin (2002)

<Table 4> Delay rate and walking speed of 
disabilities

3.2.2 대도시 치유의 숲 적정 면적 기준 분석

산림 내 야외휴양공간에 한 면  기 은 숲길과 숲

길 주변의 체험 로그램 진행을 한 면 을 어떻게 산

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숲길의 구성요소는 길이와 

노선에 한 폭, 기타 사항인 노면의 재질이나 경사 등이

다[Fig. 1]. 이 에서 숲길의 길이는 숲길의 유형과 이용

객의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한, 숲길

의 폭은 산림체험 로그램과 산림치유 로그램의 실행 

면 과 직 으로 련이 있으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면 을 산정하는 

것과 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숲길의 구성요소인 숲

길의 길이와 노선 폭을 본 연구의 인 도시 상황에 

맞추어 산출하 다. 

[Fig. 1] Elements of forest trail

숲길 길이는 운동효과가 나타나는 최 의 길이를 산

출하여 반 하고자 한다. 미국 질병통제  리센터에

서는 운동시간에 해서 신체활동의 최소기 으로 하루 

20분, 주3일간이 합하다고 주장하 다[14]. 한, 최소 

20분 이상 운동을 지속 으로 시행하면 우울, 불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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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고, 자아존 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 다[15]. 이

를 근거로 최소 20분 이상 숲길 걷기를 시행하는 것이 생

리·심리 으로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워걷기는 아

주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폐지구력을 증 시

키며, 일반걷기보다 칼로리 소비와 체지방 소비가 높은 

보행방법이다. 이에 한 보행속도는 6.5-8.0km/h로 나

타났다[16]. 워걷기의 보행방법으로 일반인이 20분간 

걸을 수 있는 길이는 2km이며, 이를 기 으로 숲길 길이

를 산정하 다. 산림환경이 지닌 치유효과를 높이기 

해 치유숲길을 수 별로 최소 2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도

록 숲길이 2km 이상 조성되어야 한다[17].

[Fig. 2] Equation of forest trail width

치유의 숲에 용할 수 있는 숲길 노선 폭에 해서는 

기존에 산출되어 있는 로그램 실행 폭 산출식을 용

하여 구할 수 있다[Fig. 2][18]. 이 산출식은 이용객이 숲

길을 걷고 체험 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노선 폭을 

정량화하여 산출한 식이다.  본 산출식에 따라 일반인 

상의 로그램 실행 폭은 이용시간 20분을 입하여 

125m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보다 보행속도가 

13-50% 지체되는 장애인, 노약자의 특성을 반 하여 

로그램 실행 폭 산출식을 정리하면 기존식의 1/2수 의 

값을 가지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일반인의 보행속도 

0.6-0.7m/s에 비하여 이동장애인은 0.4m/s의 보행속도가 

나타나 일반인보다 보행속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19]. 이에 따른 이동장애인을 한 숲길 설계  계획 

련 논문에서도 기존 숲길 로그램 실행폭의 1/2수

을 제안하여 장애인을 한 숲길 폭과 경사를 제안하

다[20]. 기존의 운동효과를 보여주기 한 이용시간 20분

과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한 숲길의 로그램 실행 

폭은 62.5m로 산출된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숲길의 로

그램 실행 폭은 숲길의 양쪽 폭을 고려하면 일반인에게

도 합한 면 이기 때문에 일반 산림에 비하여 면 이 

작은 도시 산림에서도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모두 고려

하여 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종 도시 지역 치유의 숲 최소 면  기 은 25만 

제곱미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에는 기존 

자연휴양림에서 국유림과 사유림의 면  비율을 이용하

여 15만 제곱미터로 지정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치유의 숲 조성 면  기 은 <Table 5>와 

같이 도시 지역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standard

size(ten thousand 

square meter) note

national private

present 50 30

forest 50 30

consideration on 

forest trail 

length and width 

urban forest 25 15

consideration on 

handicapped 

walking speed

<Table 5> Standards for healing forest size

4. 결론

도시환경의 건강증진  웰빙 실 을 한 장소로서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숲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증

진 장소로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등 극 인 움직임

이 일어나고 있다. 치유의 숲은 국 5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재 29개소가 조성 에 있다. 이와 같은 치유의 

숲 조성과 련된 한 조성 면  기 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치유의 숲 조성면  기 은 재 국·공유림에서

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유림의 경우에는 30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조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

지만 도시 거주민의 치유의 숲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재의 조성면  기 보다 도시 인근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고, 일반인 외에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에게도 근성을 높여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 편익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의 치유의 숲 이용

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행권을 반 하여 지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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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약자는 150m이하의 보행거리를 쾌 하게 여기고 

있으며, 골 염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보다 짧은 보

행거리를 기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장애인의 경

우에는 일반인보다 최  13%에서 최  50%까지 보행속

도가 낮아 보행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행권을 반 한 숲길 길이와 로그램 실행 폭을 고려

하여 산정된 도시 치유의 숲 조성면  최소 기 은 국·

공유림 25만 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 제곱미터로 산

출되었다.

본 논문은 도시에 건강증진을 한 장소로서 치유

의 숲이 조성 가능하도록 조성면  기 에 해 과학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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