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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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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Review of Forest Therapy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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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re are many forest and outdoor programs being offered but systematic reviews of effects are lacking.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content, format, and strategies of forest therapy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Literature search using keywords in English and Korean was performed using 6 electronic databases in December 2016. Search participants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nterventions conducted in the forest. Seventeen forest therapy studies were selected for evaluation.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was used for quality assessment. Results: All studies were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est therapy programs included various activities in forests such as experience of five senses, meditation in the forest, walking in the forest, ecological play,
observation of animals and insects. All studies used psychosocial health variables and forest healing programs had positive effects on sociality,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tress, aggression, anger, and school adjustment. Limitations of these studies were vague reporting
of the study, lack of ethical review and rigorous research designs. Conclusion: Forest therapy for elementary school child can be an effective way to improve psychosocial health. Future studies with rigorous study designs are needed to assess long-term effects of forest therapy on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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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에서의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자살률
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및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개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치열한

인주의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사회성이 부족한

경쟁 문화와 세분화되고 복잡해진 환경으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 사회

경우가 많으며[1], 과중한 학업 부담과 교우 및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2]. 또한 어려서부터 사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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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대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부적응, 우울, 불안한 정서, 따돌림 및
문제 행동과 같은 학생들의 심리 ·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초등학생의 신체 활동량 부족, 또래관계 문제, 학교 폭력, 우
울 및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독서치
료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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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상호 연결되어

연구 목적

고루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감정과 행동의 경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나 습관은 그들의 미래의 삶의 기초가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올바

의 국내외 중재 문헌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검색하고 중재의 특

른 건강 행위를 배우고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여 건강 습관이 형성된

성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중재의 전략과 방법을 고찰하는

다[4]. 따라서, 이 연령대의 건강 상태는 연속되는 청소년기의 건강과

데 있다.

성장, 그리고 향후 일생 동안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방법

특히 중요하다[5].
질병을 고치는 치료와 달리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까지 포함하는 치유의 개념은 나이팅게일이 ‘자연적으로 건강을

연구 설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게 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

는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의한 간호와 일맥상통한

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결과변수를 확인한 중재연구의 현

다[6]. 최근 들어 산림 내에서의 활동이 예방적 관점과 치유적 관점에

황과 중재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서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목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치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7].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

문헌 검색

위를 의미한다[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재논문에 대한

산림의 치유 효과는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검색 과정은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

있는데, 숲에서의 활동은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 안정화, Natural

tion)의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

Killer (NK) 세포 수 및 활동성 증가 등의 면역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

ses (PRISMA)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에 따

으며[9,10]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 스트레스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라 진행되었다[16]. 핵심질문은 PICO의 기준을 이용하여 구체화하였

보고되었다[11].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토

으며 다음과 같다.

피와 천식 등의 소아 환경성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고[12],

1) 연구 대상(Participants): 건강한 초등학생

우울, 불안 감소 및 정서인식, 정서조절능력, 사회성, 학교 적응력 증가

2) 중재(Intervention): 산림치유 프로그램

와 같은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효과도 보고되었다[13,14].

3) 비교중재(Comparisons): 단일군 전후 설계도 포함하여 비교중재

그러나 국내외에서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를 제한하지 않음

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변수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중재

4) 중재결과(Outcomes):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기간, 도구가 상이하여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5) 시점(Time): 중재 전 · 후와 추후 추적 기간

한계가 있어왔다. 국내에서 2016년 발표된 아동대상 산림치유 관련

6) 세팅(Setting): 숲에서 수행된 연구만을 포함하여 산림치유 요소

체계적 문헌고찰은 아토피 아동만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의 효과를

를 활용한 실내 연구는 제외

고찰한 논문으로[15]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며, 아동 대상 산림치

자료 검색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

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건

정하여 진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미국립 의학도서관(National Li-

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brary of Medicine, NLM)이 제시한 Core, Standard, Ideal (COSI) 모델을

간호학문 분야에서의 산림치유 관련 연구가 아직 매우 제한적이므

근거로 Core DB에 해당하는 PubMed, EMBASE와 Standard BD 가운데

로 아동 대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

CINAHL을 통해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은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

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치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선행

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DBpia를 기반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림

된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활용하여 수기 검색을 수행하였다.

치유 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MeSH 구조

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연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를 기본으로 유의어와 대안어를 확인하였고 도서관 사서를 통해 검

하고자 한다.

색어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문헌 검색은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검
색어와 중재에 해당되는 검색어로 묶어서 검색하였다. 연구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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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해당되는 검색어로는 ‘child*’, ‘schoolchild*’, ‘young people’,

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는 아동간호학 전

‘elementary schoolchild*’를 통합하여 검색하였고, 산림치유 중재는

공 교수 1인과 정신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선정하였고 환

‘forests’, ‘trees*’, ‘wood’, ‘Shinrin-yoku’, ‘forest bathing’, ‘green exercise’를

경 감수성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된 변수는 제외하였다. 문헌 선정과

조합하였다. ‘Shinrin-yoku’는 산림욕의 일본어 표현으로 1982년 일본

배제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자 간의

농림수산부에서 주창하였으며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이완 상태를 개

토론을 통하여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선하기 위하여 숲에 방문하여 걷거나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9]. 국

국외 3개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검색된 문헌들은 PubMed 557

내 데이터 베이스는 검색식이나 불리언 연산자 기능이 없는 경우가

편, EMBASE 154편, CINAHL 62편으로 총 773편이었다. 국내 3개의

많아 주요 검색어인 ‘산림’, ‘숲’, ‘forest’, ‘아동’, ‘초등학생’으로 조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검색된 문헌들은 KISS 58편, RISS 393편,

검색하였다.

DBpia 249편으로 총 700편으로 총 1,473편이 검색되었다. 초기 검색
논문에 대한 중복 검사를 시행하여 196편을 제외한 총 1,277편을 대
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주제와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문헌 선정 및 배제 기준

건강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 및 숲에서 이루어진 중재를 시행

34편의 논문을 일차로 선정하였고, 이 중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33

한 실험연구 가운데 연구 전문을 확보할 수 있고, 영어 또는 한국어로

편에 대하여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중 질환아동

출판된 문헌을 선정하였다. 실험연구가 아니거나 향유, 숲 사진 등 산

대상 문헌이 6편, 중재연구가 아닌 문헌이 5편, 학술지와 중복되는 학

림 요소만을 이용한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은 제외하였다. 중재의 내용

위논문이 5편으로 총 16편이 제외되어 최종 17편의 국내 문헌이 선정

및 전략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기 위하여 학위 논문은 포함하였으며,

되었다(Figure 1).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을 선정

Database searched (N=1,473)
PubMed (n=557)
EMBASE (n=154)
CINAHL (n=62)
KISS (n=58)
RISS (n=393)
DBpia (n=249)
Duplicates (n=196)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1,277)

Records screened
(n=1,277)
Records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s (n=1,243)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34)

Studies included
(n=17)

Reasons for exclusion of full-text articles
(n=17)
Study population with disease (n=6)
Not intervention study (n=5)
Thesis duplicated papers (n=5)
No full text available (n=1)

Figure 1. 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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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최종 선정된 17편의 문헌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틀
을 마련하였으며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대상자, 연구 설계, 중재
특성 및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특성은 건강한 초

문헌의 일반적 특성

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였

최종 선정된 연구논문 17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중재에 관련된 특

다. 중재 특성은 기간, 횟수, 회당 소요시간과 제공한 중재의 내용을 산

징을 연구 대상자, 연구 출판연도, 논문 유형, 연구자의 연구분야, 연구

림치유 프로그램의 6대 영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설계, 대상자 수, 대상자 모집 장소, 윤리적 고려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

은 산림치유 자원과 산림환경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건강한 아동 대상 연구가 9편, 저소득층 또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식물요

취약계층의 건강한 아동 대상 연구가 8편이었다. 출판연도는 2006년에

법, 기후요법, 물요법 등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3개 영역과 치유공간

서 2011년까지가 6편, 2012년 이후 최근까지가 11편으로 모두 2006년 이

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적인 특징을 반영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정신요

후에 출판되었다. 17편 중 10편이 학술지 논문이었고, 7편이 석사학위

법의 3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17]. 결과는 측정도구, 결과변수, 추

논문이었으며 연구자의 주요 분야는 임학과 교육이 각각 7편이었다.

적 조사 여부로 구성하였고 결과변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연구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단

관련 변수로 분류하였다.

일군 사전사후 비교설계가 6편, 통제집단 사후 실험설계가 1편이었다.
대상자 수는 16명에서 308명으로 통제집단 설계의 평균 대상자 수는

자료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는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RoBANS)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Ro-

104명, 단일군 설계의 평균 대상자 수는 56명이었다. IRB 승인을 획득
한 문헌은 없었으며, 대상자 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연구가 4편이었
다(Table 1).

BANS는 비무작위 연구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위해 2009년 개발, 2013
년 개정된 도구로 ‘대상군 비교가능성’, ‘대상군 선정’, ‘교란변수’, ‘노출

대상 논문의 질 평가 결과

측정’, ‘평가자의 눈가림’, ‘결과 평가’, ‘불완전한 결과자료’, ‘선택적 결과

최종 선정된 연구논문은 모두 비무작위 연구로 Risk of Bias Assess-

보고’의 8가지 항목에 대한 비뚤림 위험을 평가한다[18]. 두 명의 연구

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RoBAN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

자가 독립적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낮음’, ‘높음’, ‘불확실’로 평가를 시

다(Figure 2). ‘대상군 비교가능성’ 영역에서 6편의 문헌은 단일군 전후

행한 후 불일치 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질 평가 결과를

비교연구로 중재에 대한 노출 전후의 대상자가 동일하였고, 7편의 비

도출하였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검사 설계 문헌에서는 중재군과 대조군간의

Figure 2. Risk of bias graph: Review authors’ judgments about each risk of bias item presented as percentages across all includ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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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을 검증하여 비뚤림 위험이 낮았다. 중재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

하거나 결측치를 제외한 문헌이 2편, 탈락자에 대한 내용을 결과에서

성 검증을 시행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그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문

확인할 수 없었던 문헌이 3편이었다. ‘선택적 결과 보고’ 영역은 모든 문

헌이 2편, 중재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지 않은 문헌이 1편,

헌에서 예상되는 모든 주요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비뚤림 위험이 적은

중재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동질성을 간주하고 사후 검사만을 시행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문헌이 1편이었다. ‘대상군 선정’ 영역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자료를 전
향적으로 모집하였고 포함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의로 선택하거
나 누락시키지 않았고, 중재군과 대조군의 포함/배제기준, 선정 방법이
동일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특성
최종 17편의 문헌에서 초등학생을 위하여 시행된 산림치유 프로그
램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했다. 각 문헌의 대상자와 중재방

‘교란변수’ 영역에서는 5편의 문헌에서 교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디자인 단계에서 동질성 검증을 통한 대조군을 선정하거나 분석단계

법, 중재 내용, 중재 및 평가 시기, 측정도구, 주요 결과 변수 등은 Table
2와 같다.

에서 공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노출 측정’ 영역은 프로그램의 기간,

2편의 문헌에서 연구가 시행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개발된

간격, 횟수 등을 불확실하게 제시한 문헌이 6편이었다. ‘평가자의 눈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외 15편의 문헌에서는 사전 요구도 조사

림’ 영역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자가보고설문을 통해 중재의 효과를 평

및 선행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중재는 연구자가 직접

가하였는데 대상자 자가보고설문 결과의 경우는 눈가림이 되지 않는

제공하거나 산림치유지도사, 숲 해설가, 숲 교사 자격을 갖춘 녹색 교

다고 볼 수 있으며, 1개의 문헌만이 타액 코티솔을 결과변수로 함께 사

사, 산림 안내자 등이 주로 진행하였고 필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교

용하였으나 평가자의 눈가림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 평가’

사나 상담 심리사 등이 함께 진행하였다. 중재가 시행된 기간은 1일부

영역은 14편의 문헌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였

터 8개월까지로 다양했으며 그 중 일회성 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는 6

고 3편의 문헌에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불완

편으로 당일 5시간 프로그램이 1편, 1박2일이 1편, 2박 3일이 4편이었다.

전한 결과자료’ 영역에서는 결과변수를 일부 대상자에 국한하여 시행

그 외의 연구에서는 4주부터 8개월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N=17)

Variables

Categories

Participants

Healthy children
Healthy children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Publication year

~2005
2006~2011
2012~2016

0 (0.0)
6 (35.3)
11 (64.7)

Type

Published journal
Master thesis

10 (58.9)
7 (41.2)

Major field of researchers

Forest
Education
Social welfare
Economics on climate change
Landscape architecture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Sample size

Under 20
21~50
51~100
Above 100

1 (5.9)
6 (35.3)
7 (41.2)
3 (17.6)

Setting

Community
School

7 (41.2)
10 (58.8)

Ethical consideration

Yes
No

4 (23.5)
13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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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9 (52.9)
8 (47.1)

7 (41.2)
7 (41.2)
1 (5.9)
1 (5.9)
1 (5.9)
0 (0.0)
10 (58.8)
1 (5.9)
6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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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students (E:24, C:2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
(E:29, C:31)

Elementary school
students (E:15, C1:15,
C2:15)

NCGPPD

NCGPPD

NCGPPD

Kim BS
(2014)6

Kim IO et al.
(2013)7

Kim & Lee
(2006)8

Organized camp group
counseling through
forest experience

Forest experience
program

Ecologic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school forest

Mindfulness
meditation-based
forest healing
program

Environmental
educational programs
using urban forests

3 day camp
/1

12 weeks
/1

6 weeks
/12

10 weeks
/10

1 month
/4

8 months
/15

3 day camp
/1

3 day camp
/1

Duration/
No. of session

51 hr

120 min

40 min

120 min

Unclear

60~120
min

Unclear

47 hr

Min/
Session

C1: Organized
camp group
counseling in
J elementary
school
C2: NR

NR

No treatment

Self-regulating
activity

None

NPI

NPI in youth afterschool academy

C1: 3 hr program
C2: 2 day (24 hr)
program

Control

· Scale for school adjustment

· Novaco anger scale
· Pre-post-2 wks after-4 wks
after

· Scale for aggression
· Scale for school violence
attitude

· Stress recognition inventory
for school-aged children

· Scale for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test

· Self-esteem scale
· Social competence scale
· Scale for life respect

· CDI
·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Sociality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
·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sociality

Measurements

· Activity in school*
· Academic attitudes and behaviors*
· Perception of school and teacher

· Anger*

· Aggression*
· School violence attitude*

· Stress recognition*

· Emotional development*
· Social development*

· Self-esteem*
· Social competence*
· Life respect*

· Depression*
· Sociality*

· Depression*
· Anxiety*
· Sociality*

Outcomes

(N=17)

*Significant finding; NCGPPD=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PPD=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GPOD=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NPI=Not
participating in intervention; NR=Not Repor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rental
apartments (E:15, C: 15)

NCGPPD

Kang
(2014)5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60)

Children from low income Combined program of
families at community
horticultural therapy
children’s center (E: 8, C:
and forest therapy
8)

NCGPPD

Choi & Koh
(2014)3

OPPD

Children from low income Forest experience
families at community
program
children’s center (E: 120,
C: 120)

NCGPPD

Cho el al.B
(2011)2

Jeong
(2014)4

Children from low income Forest experience
families at community
program
children’s center (E: 120,
C1: 83, C2: 105)

NCGPPD

Name

Intervention

Cho et al.A
(2011)1

Participants (n)

Research
design

Authors
(Year) No

Table 2. Forest Therapy Related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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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students (27)

Forest healing program

Eco-experience learning on
the fostering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through school
forest

Forest healing program

School garden
environmental experience
education

Forest activities

Forest activities

Forest activities

Forest healing program

Name

4 weeks
/4

4 months
/16

April through
October
/13

5 weeks
/5

4 months
/12

2 day camp
/1

1 day
/1

8 weeks
/8

3 day camp
/1

Duration/
No. of session

Intervention

None

None

Normal daily
routines

None

Control

· Salivary cortisol level
· Self-esteem scale (SES)
· Scale for mental health
measurement

· Scale for mental health
measurement

· Subjective well-being
scale
· Draw a story (DAS)
· Multiple life satisfaction
scale
· Ego-resilience scale

· Adolescent mental
health inventory
(AMHI)

Measurements

· Salivary cortisol*
· Self-esteem*
· Mental health
· Anxiety*
· Depression
· Impulsion
· Attack

· Mental health
· Anxiety
· Depression
· Impulsion*
· Aggression*

· Subjective well-being
· Negative emotion*
· Multiple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self*
· Ego-resilience sca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uriosity*

· Possibility of problem behavior
(chronic fatigue*)
· Mental health quotient*
· Psychological resources*
· Level of stress

Outcomes

None

· Scale for psychological,
social, moral, and
physical level

2 hr

Unclear

None

NR

· Self-esteem

· Scale for sociality

40~160 Traditional learning · Emotional intelligence
min
methods
test

3 hr

· Self-esteem*

· Sociality*

· Emotional intelligence*

· Psychological*, social*, moral*, and
physical level*

40 min Traditional learning · The revised dimensions · Temperament
method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Unclear

5 hr

5 hr

50 hr

Min/
Session

(N=17)

*Significant finding; NCGPPD=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PPD=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GPOD=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NR=Not Reported.

OPPD

Elementary school
students (E:31, C:31)

NCGPPD

Pak et al.
(2010)16

Park
(2013)17

Elementary school
students (E:32, C:32)

NCGPOD

Lee
(2007)15

Elementary school
students (22)

OPPD

Kwon
(2013)14

Elementary school
students (E:20, C: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 (74)

NCGPPD

OPPD

Kim et al. B
(2015)12

Elementary school
students (99)

Children from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households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 (E:185, C: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 (53)

Participants (n)

Kim YH
(2006)13

OPPD

Kim et al. A
(2015)11

NCGPPD

OPPD

Kim JY et al
(2013)9

Kim MH
(2014)10

Research
design

Authors
(Year) No

Table 2. Forest Therapy Related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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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중재 주기는 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또는 월 1회였다. 중

구분한 결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적 건강지표를 사용한

재 시간은 40분, 60분, 120분으로 2시간 이내의 교육이 7편이었고 3시

문헌은 14편, 사회성 등의 사회적 건강지표를 사용한 문헌은 8편, 신체

간과 5시간이 각각 1편이었으며, 2편은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

적 건강지표를 사용한 문헌은 1편이었다(Table 3). 사회성에 대하여 측

다.

정한 문헌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과 불안이 각각 4편, 그리고 자

문헌에서 살펴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중재를 포함하

아존중감이 3편이었다. 그밖에 정서발달, 스트레스, 공격성, 분노, 감성

고 있었으며, 중재내용으로는 오감 체험, 숲 속 명상, 숲 속 걷기, 생태놀

지능이 사용되었고 생리적 지표로 타액 코티솔 농도를 사용한 논문이

이, 동물 및 곤충 관찰 등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었다. 중재 내

1편이었다.

용을 6대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산림욕, 자연물

우울에 대한 측정도구는 성인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eck

로 만들기, 동식물 및 곤충 관찰 등을 포함하는 식물요법은 모든 문헌

Depression Inventory (BDI)를 Kovacs (1981)가 아동에 맞게 변형시킨

에서 활용하고 있었다(Table 3). 별에게 말 걸기, 명상, 나의 가치 찾기 등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965)

의 정신요법과 하늘 거울 체험, 느리게 달리기, 산림욕 체조 등의 기후

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을

요법은 16편의 문헌, 숲 속 운동회, 숲 속 보물찾기, 등반, 쾌속 보행 등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국내에서 제작된 도구들을 주로 사용하였

의 운동요법은 14편의 문헌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중재 효과를 평가한

고 같은 결과변수임에도 문헌마다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다양하여 주

시기에 관하여 중재 후 평가만을 시행한 1편을 제외한 16편의 문헌에

요 측정도구를 도출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서 모두 중재 전후로 결과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4주 후 추적 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회성 또는

가를 실시한 문헌이 1편, 2주와 4주 후에 2회 추적 평가를 실시한 문헌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문헌에서는 5개의 문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이 1편이었다.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우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문
헌들을 살펴보면 Cho[19] 연구에서는 2박 3일간의 산림치유에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에서 우울이 감소하였고(p = .003)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변수 및 효과
최종 선정된 17편의 문헌 모두에서 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변수를

기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Cho[20] 연구에서는 당일과 1박 2일 집단

사용하였고 결과변수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지표로

에서는 우울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2박 3일 집단은 우울이 감소하였

Table 3. Domain and Outcomes of Forest Therapy Program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omains of
forest therapies

Focuses of
program outcomes

www.e-chnr.org

(N=17)
n (%)

Description

Plant therapy

17 (100.0)

Walks, forest athletic meeting, getting along with neighbors, forest
ecology exploration, making something with natural materials, etc.

Water therapy

2 (11.8)

Dipping feet and arms in the water, walking or staying along the
valley road (the waterside), putting feet in the stream, etc.

Diet therapy

3 (17.6)

Drinking herbal tea, eating natural food, cooking in the forest

Psychotherapy

16 (94.1)

Activities such as looking for my keywords, finding my own precious
values, naming some for me, meditation, etc.

Climate therapy

16 (94.1)

Morning walks, night walks, tracking, slow running, forest bathing,
ecology exploration, treasure hunting, athletic sports in forest, etc.

Exercise therapy

14 (82.4)

Tracking, slow running, walking in the forest, treasure hunting, forest
athletic meeting, etc.

Psychological

14 (82.4)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tress recognition, anger, impulsion,
aggression, psychological ability

Social

8 (47.1)

Sociality, school violence attitude, school adjustment, social ability

Physical

1 (5.9)

Physical ability

송민경, 방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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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 = .003). 개인 스스로를 존중하는 생각의 힘으로 자신에 대한 스스

선택된 문헌의 82%는 산림 또는 교육 관련 계열의 연구자에 의한 연

로의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 역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구였으며, 간호학 전공 연구자에 의한 연구는 없었다. 2011년 산림치유

3편의 문헌에서 향상되었다.

학과가 개설되면서 산림을 활용한 건강상의 편익에 대한 연구가 증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지속성을 측정한 문헌은 17편 중 1편이

하였으며, 숲 해설시대, 숲 유치원시대, 산림교육시대를 거쳐 산림교육

었는데 초등학생의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Kim[21]의 연구에서

이 발전해오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고 있어 산림

는 사후 검사 2주 후와 4주 후, 2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사후 검사

과 교육 관련 계열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에서 감소한 분노 점수는(p = .001) 2차례의 추후 측정에서도 감소한 상

어떠한 학문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태를 유지하였다(추후 2주: p = .004, 추후 4주: p = .015).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학은 대상자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적, 심리사회적으

논 의

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산림치유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삶의

윤리적 고려에 대한 측면에서 17편의 문헌 모두에서 기관생명윤리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산림치유에 대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허가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숲의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다양

었고 4편의 연구에서만 연구 참여자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실시

한 대상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규

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을 대

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이 과학적, 윤리

이 양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재 문

적으로 타당한지 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연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는 윤리성을 고려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 전에 직접 동의를 받아야

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국내외 중재 문헌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

하며, 특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역시

로 검색하고 중재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중재

받아야 한다.

의 전략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 결과, 17편의 문헌에서 모두 평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473편의 관련 문헌이 검색되었으나

자의 눈가림(blinding)이 불확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교란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국내 문헌 17편의 문헌만이 분석

변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문헌이 12편이었다. 그 외에도 결과

에 적합하였다. 산림치유를 적용한 국외연구문헌이 검색되었으나, 성

평가와 탈락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언급한 문헌들도 있

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ADHD, 아토피 등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 시에는 무작위 대조연구 보고지침인

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Kwon[22]의 연구에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비무작위 연구

서 일본 문무과학성의 숲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의 보고지침인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수행된 건강한 아동 대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ized Designs (TREND)와 같이 연구 설계별로 표준화된 연구 보고지침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헌선택기준인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

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24], 연구 설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된 문헌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다.

따른 연구수행 내용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

최종 선정된 문헌의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간 발표되었으며, 학령기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대상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산림치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긍정적인 효과가 선행 연구를 통

통해서 산림이 건강증진 자원으로 관심 받고 있으며 신체활동, 비만,

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17개의 논문에서는

아토피, 정신건강 등에 대한 산림치유 효과가 주목 받고 있음을 확인

주로 산림치유의 정신 사회적 효과를 다루고 있었으며 산림치유에 참

할 수 있었다[23]. 산림치유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여한 초등학생은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우울과 불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헌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있는 유사실험설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분노, 공격성 역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

계와 대조군 없이 실험군만 대상으로 중재 전후의 결과만을 비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의 정신 사회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효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로 연구가 진행되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래관계 문제, 학교 폭력, 우울 및 불안 등 다

보다 더 과학적인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필

양한 문제를 보이는 초등학생의 정신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요하다.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다. 반면 신체적인 효과는 자가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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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신체적 능력의 향상을 확인한 1편뿐이었다[22]. 성인을 대상으

특성과 효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

로 한 선행 연구에서 숲 환경은 NK세포 수와 세포 내 항암 단백질 수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에서 고찰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영

치 증가를 매개로 하여 NK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면역기능을 강

역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초등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화하며 산림욕은 수면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0].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동안의 실외 신체활동 증가를 통해 비타민 D 합

결 론

성 증가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25,2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
림치유 프로그램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산림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논문에서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건강한

반복형이 숙박형보다 효과크기가 크며 반복형의 경우 1~5주의 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의 현황

이, 횟수 별로는 10~20회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과 중재의 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국

[27].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유형은 당일 5시간, 1박

내외 검색엔진을 이용하였으나 선정된 문헌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

2일 또는 2박 3일의 캠프형 프로그램이 6편, 반복형 프로그램이 11편이

진 연구였으며 유사실험설계에 의한 연구였다. 따라서, 초등학생 대상

었는데 다양한 결과변수와 척도로 특정 결과변수를 중심으로 메타분

의 산림치유 중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와 연

석을 포함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구보고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중재와 평가방법의 다양성 모색이 필

초등학생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6대 요법 중 식물요법, 기후요법

요하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분노 등의 심리

과 운동요법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시

적 건강증진의 효과와 사회성, 학교폭력 등 사회적 건강증진에 적합한

행되는 물 요법과 텃밭이나 임산물이 식재된 곳에서 주로 진행되는 식

치유 활동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초등학생의 건강문제 개선 및 건

이요법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중재 내용

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화된 프로토

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초

콜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숲으로

등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와 관찰 및 오

의 접근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산림치유가 보다 더 활

감 체험을 제공하였고 숲에 살고 있는 나무와 곤충, 동물을 관찰함으

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심 및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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