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4권 제5호(2018)

J Environ Health Sci. 2018; 44(5): 502-513

502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https://doi.org/10.5668/JEHS.2018.44.5.502

덕유산국립공원 건강 숲 체험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솔)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희경*
†
 · 손석준** · 허영범*** · 최형철***

*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의과대학,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Effects of Stress Hormone (Cortisol) from the Healthy Forest Experience 

Program in Deogyusan National Park

Hee Kyung Kim*†, Seok Joon Son**, Young-bum Hur***, Hyung-cheol Choi***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on, Cheongam University Hospita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National Park Management Office Deogyusan National Park Office

ABSTRACT

Objectives: Stress hormone (cortisol) can be used to analyz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nges and

healing effects before and after in blood and saliva. Here it is applied to scientifically validate the effects of the

healthy forest experience in Deogyusan Mountain National Park.

Methods: A healthy forest experience program was provided to college students (males and females) at

Deogyusan National Park. Stress, hormones (cortisol), blood pressure, pulse, oxygen saturation and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This study was designed to objectively analyze the effects of stress

hormones before and after.

Results: Depression, stress,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in Deogyusan National

Park were very high in reliability in terms of Cronbach’s Alpha: depression scored 0.910, stress 0.558, anxiety

0.934, program satisfaction 0.826, and program effectiveness 0.894.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utilized the Healthy Forest Experience Program and the ‘Health and Medical

Center Health Record Book’ of the Health Forest Experience Program (Ministry of Environment’s

Environmental Education Certification Program). In the future, we will seek ways to utilize saliva since it is

easier to collect than blood samples and apply the stress hormone cortisol as a saliva authentication program. In

addition, by implementing ecological welfare programs in which nature and human beings coexist through

systematic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can utilize ecological, scenic and cultural

services wisely. We expect to be able to provide exploration and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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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등 여러 유엔기구들과 민간기구의 참여 하에 지구적,

지역적 생태계의 현황을 평가한 MA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1)는 인간이 생태계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하는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물다양성과 인간 복지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

었다. 생태계서비스는 다음 4개 요소로 이루어진다.

광합성 산물, 양분순환, 토양 형성 등을 통한 자원

서비스, 식량, 연료, 수자원, 유전자원 등의 공급서

비스, 기후조절, 홍수조절, 질병조절, 수분매개 등의

조절서비스, 문화, 휴양, 교육 등을 통한 문화서비스

이다. 생태계서비스가 작동한다면 인간복지에 크고

작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2),3)

숲은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중요한 자원으

로 즉,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환경이 가지고 있

는 숲의 경관, 소리, 향기 등의 환경요소를 이용하

여 피곤에 지친 현대인이 심신의 쾌적함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심신의 건강

을 증진(Park BJ, 2010)시키는 것을 산림치유,4) MA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인간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의 ‘자연의 숨소리와 함께 걷는 구

천동 어사길’ 건강 숲 체험 프로그램(환경부 환경교

육 인증프로그램)은 숲의 다양한 환경요소(구천동 16

경에서 25경)와 심(心)·신(身), 우주(별자리 체험)의

체험 전·후 분석을 통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솔)

낮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신체는 많은 호르몬을 분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인자로 이러한 반응들이 변화

하게 되면 많은 질환을 일으킨다.5) 시상하부의 뇌하

수체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통해 부신수질을 자극

하여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급성

스트레스을 발생한다. 이때, 심장박동과 맥박을 빠르

게 증가시키고 호흡(respiration)을 빠르게 하며 혈당

(glucose)의 변화와 같은 대사(metabolism)의 변화를

일으킨다.6)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에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 자극을 받아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란 호르몬

을 분비시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어 나중에 여

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에서 질병의 중간기전으

로 내분비기능이 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

스인자가 대뇌피질에서 인지되면 망상활성계(reticular

activating system)를 통해 감정변화와 충동적인 행

동으로 변연계(limbic system)와 시상(thalamus)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시상하부(hypothalamus)는 전달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 시키며, 내분비계

활성화시키면서 시상하부 앞쪽에서 코르티코트로핀

방출호르몬(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 CRH)과

갑상선자극 방출호르몬(thyrotropin releasing hormone;

TRH)을 secreation(분비)하여 pituitary(뇌하수체)을

자극을 통해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과 갑상선자극 호르몬(thyrotropic

hormone; TTH)의 내보내어 코르티코이드(corticoids)

와 티록신을 분비한다.7),8)

급성스트레스는 pituitary(뇌하수체) 활성화를 통해

부신수질을 자극하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을 분비하여 생리적인 반응들을 일

으킨다.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하수체는 부신

피질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는데 부신피질에서는 코티졸과 알도스테론

(aldosterone)이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9)

2016년 사망원인 통계청 통계 결과 10~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세 부터 사망원인 1위

는 암이었다. 주요 사망 원인별 추이에서 사망의 외

인(사고사 증) 사망률을 살펴보면 자살이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운수사고, 추락사고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인

구 10만 명당 명) 비교 시 OECD 평균 12.0명에 비

해, 한국은 24.6명(’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

이다.10)

스트레스를 대처 할 수 있는 자원에는 신체적 자

원, 환경적 자원, 심리적 자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환경적 자원과 심리적자원이 신체적자원이나

물리적 자원보다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

키는데 즉, 해소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변인으로 알

려져 있다.11),12)

최근에 산림(숲)의 건강 효용과 구조에 관한 많은

연구와 보고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13) ‘직장인

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숲 체험 캠프’를 통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명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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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타나는 알파파가 증가하며 자율신경 기동도 안

정되고 혈압도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14) 또, 피톤치

드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의 진정작용뿐만 아니라

안정에도 효과적이며, 간 기능을 촉진하고 콜레스테

롤의 합성을 저하시켜 혈압조절 및 혈액순환계를 개

선하여 고지혈증, 혈전 및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

솔 감소에 효능이 있다. 또한 피톤치드는 면역기구

를 건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으로 스트

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자연치

유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15)

이처럼 ‘덕유산국립공원 건강 숲 체험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솔)에 미치는 효과 분석’은 건

강 숲 즉, 자연과의 자연스런 만남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유지 및 증진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대 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9)의 생태복지(생태계복지+

인간복지)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생태복지와 유사한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생태복지와 관

련하여 새로운 용어를 또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적

합하지 못하다는 논의에 따라 기존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9)의 ‘생태복지’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서 ‘국립공원 생태복지’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국립공원 생태복지’를 정의할 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장

기간 지속가능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

고 말할 수 있다(Park EH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체계적 보전과 복원으로 자

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태복지를 구현하여 국립공

원관리공단이 추구하는 생태·경관 및 문화서비스(자

연공원법 제1조)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으로 인간복지 프로

그램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둘째, 덕유산국립공

원사무소가 운영 중인 환경부 환경인증 교육프로그

램인 ‘자연의 숨소리와 함께 걷는 구천동 어사길’ 숲

체험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의 과학적 검증

으로 차별화된 헬스 포레스트 환경교육 인증프로그

램의 인간복지 프로그램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환경

부 환경인증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덕유산국립공원에서 건

강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전·후)하여 1회(2018년

5월 26일~27일), 2회(2018년 6월 2일~3일), 3회(2018

년 6월 9일~10일)로 남. 녀 대학생 10명씩 1박 2일

(11:00~익일 13:00)동안 총 30명을 혈액 및 타액으

로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수치 측정과 설문 척도를 통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을 측정하여 노출 전. 후로 스트레스 호르몬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Cohen(1988)의

표본추출 공식에 근거해 G*power 3.1.9.2 프로그램16)

을 이용해 산출한 결과 연구대상자 30명은 최소 표

본수 기준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는 청암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접

수/승인번호: 18-BR-005-01/CA17-180424-005-01).

B. 관찰 및 검사항목

Cortisol-Human serum 검사방법은 ECLIA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이며, 측정

Table 1. Observation and inspection items

Inspection items measuring equipment

Cortisol-Human Serum 0.5mL/ECLIA1) Cobas 8000 e6022)

Cortisol-Human Saliva 0.5mL/ELISA3) Spectramax 190 Microplate Reader4)

Blood pressure and pulse CBP-100A Digital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onitor

Pulse oxymeter Oxygen saturation Finger pulse oxymeter MD300C11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 STAI-X1 type. Total 20 questions

Korean Version Perceived Stress Scale Korean Version Perceived Stress Scale 10 questions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Depression,Cognition,Emotion,Motivation,Body Area 21 questions

1)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2)제조사: Roche/제조국: 일본, 3)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4)제조사

:Molecular Devices/제조국: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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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cobas 8000 e602 (제조사: Roche/제조국: 일

본), 측정시약은 Cortisol II (Cat.no: 06687733, 제조

사: Roche/제조국: 독일) ug/dl로 비교 분석한다.

Cortisol-Human Saliva 검사방법은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이며, 측정장

비는 Spectramax 190 Microplate Reader (제조사

:Molecular Devices/제조국: China), 측정시약은

Salivary Cortisol Enzyme Immunoassay Kit (Cat.no:

1-3002, 제조사: Salimetric/제조국: U.S.A) µg/dL로

비교 분석한다.

Blood pressure and pulse 측정시 사용되는 측정장

비는 CBP-100A Digital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onitor로 전자혈압계로 혈압과 맥박을 동

시에 측정한다. Pulse Oxymeter Oxygen Saturation

측정장비는 Finger pulse oxymeter MD300C11(산소

포화도 측정 80~100%, 맥박수측정의 정확도 30~100

bpm)산소 포화도의 %을 비교 분석한다.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는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상태불안의 측정. 상태 불안과 특

성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STAI 중 상태불안을 측정

하는 STAI-X1형으로 총20문항이다.17)

 Korean Version Perceived Stress Scale은 Cohen,

Kamarck과 Mermelstein (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으로 총10문항이다.18)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청소년 및 성인

Beck 우울 척도로 우울 증상의 정도 측정하는 것으

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총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19),20)

C. 관찰 및 검사방법

생태 숲 프로그램 완전 노출 후 전일과 동시간대

인 익일 오전 11시 재 측정하여 코티솔 측정값의 변

화 시간에 따라 코티솔 분비 수준을 타액과 혈액,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정신. 심리적 변화 관련 척

도(스트레스, 불안, 우울) 측정값의 결과로 숲의 노

출과 수집방법에 따른 신뢰도 및 효과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Cortisol-Human serum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정

상태에서 정맥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5 mL를

채혈하고 채혈된 혈액은 즉시 응고진제가 들어있는

SST (Serum Separatin Tube)에 넣어 실온상태에서 30

분후 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Centrifugation)하

여 혈액을 혈청과 세포층으로 분리한 후 상층을 E-

tube에 옮겨 담는다. 검사 의뢰기관(SCL, Seoul

Clinical Laboratories)에 전달하게 될 검체(혈액, 타

액)는 SCL에서 제공한 진공혈청관(SST)을 이용하여

검체보관은 SCL 제공 드라이아이스 밀봉 박스에 보

관하여 검사 의뢰되어 ECLIA (Electrochemilumi-

nescence immunoassay)방법으로 검사되었다(Fig. 1).

Cortisol-Human Saliva 0.5 mL 채취시는 12시간 전

부터는 알코올을, 1시간 전부터는 음식물을, 60분 이

내에는 양치질이나 가글액 등을 섭취 및 이용을 하

지 않는다. 사전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타액을 혀

밑에 모아 분리 관으로 채취하여 검체 용기(Conical

tube)에 0.5 mL 받은 후 검체용기 뚜껑에 이름과 채

취일 채취 시간을 적고 드라이아이스 밀봉 박스에

보관하여 검사 의뢰한다(Fig. 1).

Blood pressure and pulse measurement는 노출 전

·후로 동일시간(오전 11시) 혈압은 대상자가 1차 측

정 후 10분간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후 상박에서 혈

압을 측정한다. CBP-100A Digital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onitor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맥박을 측정하여 노출 전· 후 측정값

을 비교한다.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는 척도는

Fig. 1. Cortisol-Human serum (Saliva) Insp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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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STAI 중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STAI-X1형으로 총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방법은 자기보고식이며 각 문항

을 경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채점 방

법은 1~4점(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으

로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그리고, 역방향 채점 문

항의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구한다. 한국

판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 기준으로 52-56점: 상태불

안 수준이 약간 높음, 57-61점: 상태불안 수준이 상

당히 높음, 62점 이상: 상태불안 수준이 매우 높음

으로 해석하고 있다(Kim JT, 1978).

Korean Version Perceived Stress Scale는 Cohen,

Kamarck과 Mermelstein(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

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한국대학생을 대상

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채점

방법은 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가끔 3=꽤

자주 4=매우 자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13-16점: 경도 스트레스, 16-18점: 중등도 스트레스,

18점 이상: 심한 스트레스(전문가 면담 필요)이다

(Park JH & Seo YS, 2010).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의 척도 내용은 우

울 증상의 정도 측정 및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총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방법은 자기보고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한다. 채점

방법은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하며 점수의 범위

는 0~63점이다. 0~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

점: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중한 우울 상태,

24~63점: 심한 우울 상태로 한국판 연구에서는 우울

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 점으로 16점을 제시하였다

(Beck et al., 1961)(Lee and Song, 1991).

D.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한 빈도분석은 성별, 나이, 키, 몸무게, BMI, 비만도

등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 분석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변수명은 우울, 스

트레스, 불안, 덕유산 국립공원 숲 체험 프로그램 만

족도 및 효과성이었다. 실험군 사전·사후 산소포화

도, 혈압(수축기압/이완기압), 맥박, 우울, 스트레스,

불안의 변수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산출 비교 분

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30명의 남자는 19명으로 63.9%,

여자는 11명으로 36.7%이었고, 나이는 평균 21.23,

표준편차가 1.45로 나타났다. 키를 살펴보면, 평균이

169.87 표준편차가 9.77, 몸무게는 평균이 68.03, 표

준편차가 15.75를 보였다. BMI는 평균이 23.43, 표

준편차는 4.43, Obesity survey에서는 Underweight

은 2명(6.7%), normal은 15명(50.0%), Overweight은

5명(16.7%), obesity은 4명(13.3%), Altitude obesity

은 4명(13.3%)으로 나타났다. 이중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과 연관이 있는 과체중이상 비중이 43.3%,

비만과 고도비만이 26.6%이다.

코티졸은 또한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펩타이드인

NPY (Neuropeptide)계를 활성화시켜 식욕을 증가시

킨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알려졌다. 이러한 여러 가

지 기전으로 인해 만성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의 증

가는 내장지방의 축적과는 다른 기전으로 식욕을 향

상시켜 체중증가를 일으킨다.21)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 중 BMI 분석 결과 Overweight은 5명(16.7%),

obesity은 4명(13.3%), Altitude obesity은 4명(13.3%)

으로, Underweight 이상 비중은 43.3%, obesity 이

상인 obesity과 Altitude obesity 비중이 26.6%임을

알 수 있었다. 비만과 코티솔이 연관이있다고 볼 때,

과체중 이상(43.3%)과 정상체중(50.0%)과의 비중을

고려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변수명은 우울, 스트

레스, 불안, 덕유산 국립공원 숲 체험 프로그램 만

족도 및 효과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동일한 개념

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

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신뢰도

검증 또는 Cronbach 알파검증 이라고 한다. 논문에

서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통 판단을 한다.

먼저 우울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1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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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558의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불안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34으로

매우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자연의 숨

소리와 함께 걷는 구천동 어사길’(Fig. 2)덕유산 국

립공원 숲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뢰

도의 값이 0.826으로 효과성과 함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894으로 효과성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숲 체험 프로그램 대상 실험군을

오전 11시 사전·사후 산소포화도, 혈압(수축기압/이

완기압), 맥박, 우울, 스트레스, 불안의 변수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여 평균, 표

준편차, t값, p값 산출 비교 분석하였다(Table 3)(Fig.

3).

Oxygen saturation를 살펴보면, 사전의 평균이 96.63

이고, 그리고, 사후는 97.1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

량을 살펴보면, t값이 −1.287이고 유의확률이 0.208

이므로 산소포화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pulse oxymeter Oxygen

saturation에서 호흡은 유기체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를 O2와 CO2를 Exchange 하는 과정이다. 즉, 호기

흡기라고 말 할 수 있다. 산소포화도(SpO2)의 의미

는 전체 혈색소의 양에 대한 산소와 결합한 혈색소

(HbO2)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22) 검사 수

치가 상승 할수록 유의미하다. 대상자 30명중 9명이

수치가 상승하였으며, 사전·후 동일한 수치를 보이

는 대상자가 16명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 대상자 30명중 25명이 pulse oxymeter

Oxygen saturation의 사전·후 동일한 수치를 보이거

나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수축할 때의 혈압이 가장 높은데 이것을

수축기혈압 또는 최고혈압이라고 한다(Jeong SJ,

2016). 반대로 심장이 이완할 때의 혈압이 가장 낮

으므로 이완기혈압 또는 최저혈압이라고 하며, 두 혈

압간의 차를 맥압이라고 한다. 안정 시 사람의 혈압

은 20-25세 전후로 최대 혈압 약 120 mmHg, 최저

혈압이 약 70 mmHg이지만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동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여23) 최고 혈압은 감소한

다. 임상학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정상범위 이상의

혈압을 보이는 경우를 고혈압(Hypertension)이라고

하고, 보통 최저혈압이 90mmHg을 넘는 경우 문제

가 된다. Blood pressure의 Systolic을 살펴보면, 사

전의 평균이 122.87이고, 그리고, 사후는 118.0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72이고

Fig. 2. Participation in the visiting program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am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Alpha

depressed 21 .910

stress 10 .558

Anxiety 20 .934

Program Satisfaction 6 .826

Program Effectiveness 3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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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수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중 사전·후

22명은 수치의 감소가 있었고, 1명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Blood pressure의 Diastolic은 사

전의 평균이 76.97이고, 그리고, 사후는 72.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95이고

유의확률이 0.083이므로 이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으나, 18명은 이완

기혈압이 낮아졌으며, 1명은 정상수치를 유지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코티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

았을 때 상대적으로 혈중 코티솔 농도가 증가하여

혈압 및 맥박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

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변수로서 스트레스를 생리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지표 중의 하

나이다24) 라는 결과로 보았을 때, 수축기 혈압의 유

의한 차이의 결과와 혈압의 사전·후 수축기압과 이

Fig. 3.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in Deogyusan National Park

Table 3. Deokyusan National Park forest experience program pre- and post-impact analysis

variable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Oxygen saturation
Pre 96.63 2.356

-1.287 .208
Post 97.17 .648

Blood pressure

(Systolic) 

Pre 122.87 17.176
3.072 .005**

Post 118.03 16.749

Blood pressure

(Diastolic) 

Pre 76.97 11.696
1.795 .083

Post 72.90 10.360

pulse
Pre 72.57 11.313

-.152 .880
Post 72.80 11.336

Depression
Pre 9.10 8.798

4.555 .000**
Post 3.47 3.350

Stress
Pre 18.73 4.719

4.012 .000**
Post 15.40 6.003

Anxiety
Pre 41.97 10.950

6.109 .000**
Post 30.13 6.647

Serum Cortisol
Pre 8.17 4.078

.177 .861
Post 8.06 2.881

Salivary Cortisol
Pre 5.13 5.907

.262 .795
Post 4.89 3.539

*p<0.05, **p<0.01 *Serum Cortisol: AM(6-10H) 6.0-18.4 µg/dL, Salivary Cortisol: 3.864-27.87 n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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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압의 평균값의 변화는 숲에서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pulse을

살펴보면, 사전의 평균이 72.57이고, 사후는 72.80으

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 .152

이고 유의확률이 0.880이므로 맥박에 따라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맥박은

심장 박동 때 심장에서 일시에 배출되는 혈액의 파

동이 소동맥 벽에 전달되는 현상이며 심장과 혈액순

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맥박의 수는 개인

차가 있고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안정 시 성인

에서는 분당 남성이 60~80, 여성이 70~90이고 잘

때는 더 느려지며 식사나 운동 후 그리고 흥분된 상

태에서는 빨라진다. 정상 성인에서는 안정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분당 100이 넘으면 빠르다고 보고, 60

이하이면 느리다고 보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더라

도 선천적으로 타고 난 차가 클 수도 있다.26) 대상

자중 맥박이 80을 초과한 경우가 프로그램 전이 11

명, 노출후가 9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박의 안

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가 15명이며, 전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1명이었다. 전(72.57)과 후

(72.80) 모두 맥박의 평균값이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은 숲 프로그램이 혈액순환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epression을 살펴보면, 사전의 평균

이 9.10이고, 그리고, 사후는 3.47으로 나타났다. 검

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55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우울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1995년 여름 5일간의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의 점수에 의하여 선발

된 32명의 대학생 집단을 산림내 프로그램 경험 참

여자에게 월악산에서 등반, 홀로의 시간, 그룹 토론,

감정 나누기, 상대 안내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산림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BDI와 정신과 의사의

상담 및 관찰에 의하여 우울증의 변화 측정되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참여 이전 이후

의 우울증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큰 폭으로 우울증의 감소가 측정

됨을 알 수 있었다.27) 위 연구와의 차이점은 사전

BDI 점수에 의하여 선발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과

위 연구는 산림프로그램을 5일 실시하였지만, 본 연

구는 단, 1일 노출 후 측정하였음에도 평균 사전

(9.10), 사후(3.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14.09→

4.82)이 남성(6.21→2.68)보다 평균 수치의 변화 감

소가 큰 폭으로 측정 되었다.28)

숲에서의 활동이 Stress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보고 되었다.29) 아무런 체

험 활동 없이 단순하게 숲길을 걷거나 숲속의 주변

경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관적으로 심리적 이

완감을 느끼고 생리적으로도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30) 본 연구의 Stress 결과

를 살펴보면, 사전의 평균이 18.73이고, 그리고, 사

후는 15.4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4.01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스트레스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건강 숲 체험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

한다.31)

일반적으로 Anxiety이란 인체가 익숙하지 않은 환

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

응양상이다. 오히려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때

로는 부적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감정

인 것이다.32) 불안이란 광범위하고, 매우 불쾌하며,

막연하게 불안한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

고 신체증상과 행동증상을 동반하는데, 신체증상에

는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빈맥, 진땀, 반사항진,

동공확대, 떨림, 위장장애, 빈뇨 등의 자율신경계 항

진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과민성과 서성댐 등의 행

동증상이 있다.33),34) 본 연구의 Anxiety의 연구 결과

사전의 평균이 41.97이고, 그리고, 사후는 30.1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10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불안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불안한 환경에

서의 다양한 신체 및 행동증상이 동반하는 선행 연

구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 평균 수치의 변화 감소

가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

시하였다.

Serum Cortisol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호

르몬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하여 기분상태 변

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Serum

Cortisol을 살펴보면, 사전의 평균이 8.17이고, 그리

고, 사후는 8.06으로 나타났다.36) 검정통계량을 살펴

보면, t값이 0.177이고 유의확률이 0.861이므로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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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sol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Salivary Cortisol 결과도, 사전의 평

균이 5.13이고, 그리고, 사후는 4.8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62이고 유의확률이

0.795이므로 Salivary Cortisol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Sex과 Height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ex과

Weight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4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Sex

과 BMI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61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ex과 Oxygen

saturation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53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Sex과

Blood pressure의 Systolic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8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었다. Sex와 pulse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6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었다. Sex과 Serum Cortisol을 살펴보면, 상관

계수가 0.3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었고, Sex과 Salivary Cortisol을 살펴

보면, 상관계수가 0.50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

Age와 Blood pressure의 Systolic을 살펴보면, 상

관계수가 0.3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었다.

Height와 Weight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07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Height와 Blood pressure의 Systolic을 살펴보면, 상

관계수가 0.43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었다. Height와 Depression을 살펴보

면, 상관계수가 −0.42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Weight와 BMI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87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Weight와 lood pressure의 Systolic을 살펴보면, 상관

계수가 0.82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Weight와 Blood pressure의 Diastolic

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4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Oxygen saturation와 Salivary Cortisol을 살펴보면,

Table 4.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

able
Sex Age Height Weight BMI

oxy

Sat.
SBP DBP pulse

Serum 

Cortisol

Salivary 

Cortisol

depressi

on
stress anxiety

Sex 1

Age -.124 1

Height -.753** .068 1

Weight -.640** .246 .607** 1

BMI -.361* .250 .149 .872** 1

oxy

Sat.
.453* -.262 -.280 -.247 -.171 1

SBP -.585** .395* .431* .824** .753** -.331 1

DBP -.074 .221 .026 .443* .509** .013 .570** 1

pulse .361* -.133 -.175 .176 .292 .225 .102 .380* 1

Serum 

Cortisol 
.370* -.223 -.268 -.253 -.153 .129 -.234 -.304 .254 1

Salivary 

Cortisol 
.508** -.200 -.347 -.314 -.186 .382* -.316 -.339 .363* .851** 1

depre

ssion
.312 -.193 -.421* -.269 -.076 .249 -.100 -.067 .171 .105 .267 1

stress .277 -.074 -.188 -.330 -.293 .115 -.350 -.381* .060 .230 .321 .440* 1

anxiety .302 -.146 -.307 -.332 -.191 .195 -.234 -.084 .066 -.005 .092 .528** .165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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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가 0.38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Blood pressure의 Systolic과 Blood pressure의

Diastolic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7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Blood

pressure의 Diastolic과 pulse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 Blood pressure의 Diastolic과 Stress를 살

펴보면, 상관계수가 −0.38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ulse과 Salivary

Cortisol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63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Serum Cortisol과 Salivary Cortisol을 살펴보면, 상

관계수가 0.8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Depression과 Stress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4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 Depression과 Anxiety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2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Fig. 4).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 (숙박형 숲 체험 프로그

램이 인체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선아 et al.(2014))37) 숲 체험

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숲에 대한 태도, 스트

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선아

et al.(2015)38), ‘숲의 명칭’ 및 ‘치유효과에 대한 정

보’제공이 이용객의 치유효과에 미치는 영향: 플라

시보 효과의 적용, 김상미(2016)39), 도시공원에서 청

소년 체험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효과 검증: 심

리 및 생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준(2017)40))는 생

리적 평가시 검사가 용이한 Salivary Cortisol 수치

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과 다른 Serum

Cortisol 및 Salivary Cortisol과 Serum Cortisol의 동

시 진행으로 Serum Cortisol과 Salivary Cortisol의

검사 방법에 따른 수치 변화를 과학적으로 검증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건강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산소포화

도 증가, 수축기혈압, 우울, 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생리적 지표인 코

티솔(혈액, 타액) 호르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본 연구는 숲 체험 대상자의 투입 시간(24시간)

과 빈도(1회)가 짧은 숲 체험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

하고, 체험 전보다 체험 후 코티솔(혈액, 타액) 호르

몬의 평균 수치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감소

(8.17 µg/dL→8.06 µg/dL)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연의 숨소리와 함께 걷는 구천동 어사길’ 건

강숲 체험 프로그램(환경부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은 숲의 다양한 환경요소(구천동 16경에서 25경)와

심(心)·신(身), 우주(별자리 체험) 통하여 스트레스 완

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숲의 스트레

스 해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차별화된

‘헬스 포레스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자연의 숨소리

와 함께 걷는 구천동 어사길’ 건강 숲 체험 프로그

램(환경부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을 통하여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중점사업인 ‘심신건강센터 건강수첩’

활용 방안을 22개 국립공원으로 모색 활용하고자 하

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이 다양한 대상자 선정

과 차별화된 연간 계획서(월별, 분기별 등)에 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상자 모집과 운영 및 세분화

평가지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숲의 노출 및 체험(투

입시간과 빈도)를 높여서 ‘헬스 포레스트’ 체험 프

로그램에 대한 스트레스 호르몬 효과를 분석 한다면

기존 연구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기존 연구 고찰에 의한 ‘헬스 포레스트’ 체험 프로

그램과 자연경관 감상, 다양한 신체활동 등으로 시

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효과에 대

한 환류시스템으로 ‘헬스 포레스트’ 인간복지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후속 연구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국립공원이 추구하는 생태복지(생태계복지,

인간복지)가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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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프로그램 전체적인 운영과 측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원 전체, 자연환경해설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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