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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

전 세대에 비해 자연에의 노출 기회가 현저히 적다. 특히 치열

한 경쟁 속에서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신체활동 부

족, 집단 활동의 기회 부족으로 인한 개인적 성향의 심화가 우

려되는 현대 아동들에게 야외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

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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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건강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해

외 여러 국가에서는 자연에서의 활동 효과에 대한 근거를 중심

으로 Green Exercise, Green Care, Green Gym 등과 같이 녹

지 공간 기반의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을 유도하고자하는 프로

그램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1) 최근에는 Vitamin N (nature) 

또는 Vitamin G (green)라는 신조어도 탄생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녹지와 자연에의 노출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의 학자 Louv는 “The Last Child in the Wood”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의 아동이 자연결핍질환(nature-deficit disor-

der)을 갖고 있다고 하며, 아동의 건강과 웰빙에 자연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력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2)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는 특히 구조화된 프로그램

보다는 자연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연과의 상호

작용의 기회와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놀이가 중요하다고 하

였다. 이후 자연에서의 야외활동이 아동에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는 숲 환

경의 수준, 접근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 이루어졌다. 

Wells와 Evans3)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초등 3~5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자연이 아동의 삶의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역할

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인근에 자연이 많고 숲에의 접근성이 좋

을수록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됨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위스

콘신에서 이루어진 대단위 연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모두 주변

의 녹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자연환경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산림청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산림복

지’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산림이 좀 더 활용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복지란 ‘산

림을 기반으로 한 건강지향의 사회서비스, 즉 생애주기별 유사 

인구집단이 모여서 생활하는 생활터를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

보장의 요구충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며 제공받는 휴양, 

건강, 문화, 교육의 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국내외에서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산림

치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긍

정적인 효과가 많이 축적되었다.5-7) 또한 초등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도 있는데, 숲에서의 활동이 저소득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8) 지역아동센

터의 초등학생들은 2박 3일의 캠프 후 정신건강 회복력에 좋은 

효과를 보였고,9)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행복감이 

크게 상승됨을 보고하였다.10) 그러나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 학

교숲이 조성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기반의 아동 대상 산림복

지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연과의 교감 속에서 생태감수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는 모든 생

명에 대한 존중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11) 아동

기부터 자연에서의 활동을 장려함은 매우 중요하고도 효율적

인 인성교육과 건강증진의 전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 대상의 산림 활용 활

성화를 위해 우선 학교 관계자들의 산림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

인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산림 활용도를 파악하여 학교 기

반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한다.

 학교기반의 산림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포함한 혼합연구설계방

법(mixed method)을 이용하였다. 먼저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학교 건강증진사업 수행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설문지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

사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산림복지서비스에 대

한 인식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실태, 

산림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였다. 

2. 연구대상

1) 포커스그룹 면담

포커스그룹 면담 대상자는 의도표집을 통해 학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5명을 선정하였다. 참여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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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보건교사 1인, 보건전공 수석교사 1인, 체육전공교사 

1인, 영양교사 1인의 4인의 교사와 학교숲 전문가 1인이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및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무보수교육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장 또는 교감 57명, 교사 105명의 총 162명이 참여하였다. 

3. 자료수집

1) 포커스그룹 면담

초등학교에서의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인식정도

를 파악하고 적용방안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8월 31일에 대학의 세미나실에서 포커스그

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방법, 내용 등

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과, 녹음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종료와 함께 폐기되며, 언제

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포커스그룹 면담의 진행은 1인의 주 진행자와 1인의 보조 진

행자가 진행하였으며, 녹취록은 모두 필사한 후 면담에 참여

한 연구진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면담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도입 질문: 산림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산림복지란 무엇입니까?

 주요 질문 1: 초등학생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둔 산림 활용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질문 2: 초등학교에서 이상적인 산림 활용 프로그램

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질문 3: 학생 및 학교에 제공할 지침의 형태는 어떠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 산림복지와 학생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지요? 

2) 설문조사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IRB를 받았

으며(1610/002-006),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두 동의서를 확인

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였다. 

4. 자료분석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방법
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최

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양적 연구에 대한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빈도분석,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포커스그룹 면담에 기초한 학교에서의 산림복지에 

대한 인식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내용

먼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산림자원을 인간의 삶

의 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 것’, 

‘모든 사람이 자연 속에서 즐기고 치유될 수 있게 하는 것’, ‘산

림을 좀 더 체계화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

록 노력하는 것’,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산림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학교숲이란 좀 더 큰 숲으로 가기 위한 ‘맛보기 숲’, 즉 나무

와 식물의 느낌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에서의 개념적인 숲을 의미하며 초목 정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가능하다면 좀 더 학교친화적인 

용어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림복지서비스 내용으로는 국민 일인당 이용할 수 있는 산

림면적을 확보하는 것, 학교라는 공간 안에 초목이나 숲을 조성

하는 것, 자연을 가꾸고 거두는 활동으로서 원예 및 텃밭 가꾸

기, 이론 및 가치관 교육을 통해 숲에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

게 하는 교육, 주변 산이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것, 즉 산림이 

있는 곳으로 수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산림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산림/자연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요즘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는 원예 또는 박스정원 프로

그램이 있었다. 이는 아이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

확하는 체험의 장으로서 책으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

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학교 이외의 주최로 시행된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드물

지만 대학 주최로 열리는 일회성의 숲체험 프로그램 공모가 있

었으며 산림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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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중독 아동, 아토피 학생, 흡연 학생 대상 등 특별한 집단에 

제공되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

그램으로는 학교숲 만들기, 학교숲 지도 그리기, 식물도감 만

들기 등이 있었다. 

3) 건강증진에 목적을 둔 산림 활용의 가능한 형태

학교 건강증진사업에서 산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연구

동아리 활성화, 공모 프로그램, 교과내에서의 정기 프로그램 운

영, 학부모 동반 또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특별 관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다. 먼저 연구동아리 활성화 방안

으로는 걸스카우트 등 학생단체와 연계하거나 소규모의 연구

동아리를 결성하고, 연구동아리 운영 시 담당 교사가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이를 장려하는 방법이 있다. 학급단위로 공모 

받아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이러

한 경우 서류는 간소화하고 교통편 제공, 인력지원, 예산지원

을 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

우라면 20차시 정도의 산림과 관련된 힐링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담당교사에게는 약간의 연수를 제공하며, 교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프로그램과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아동보다는 숲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동반하는 프로그램

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학

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으로 안정감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교과외 활동으로 활

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산림치유

가 필요한 특별 관리대상 아동으로는 부모가 없는 아동, 부적

응아, 산만한 아동, 그리고 흡연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우선순

위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4) 산림/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시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

학교숲 조성과 관련한 교장선생님,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의 

반발은 학교 산림 활용 프로그램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학교숲을 조성하기 위해 운동장 면적을 줄어야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학부모나 지역주민, 체육교사의 반

발이 심하고 정규교과과정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

으로 제시되었다. 개정교육과정 상에 범교과학습 주제로 산림 

관련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운영 시 프로그

램의 지속성, 연속성이 부족하고 인력, 교통, 예산 등이 지원되

지 않으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은 객관적 측정방법에 의해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과학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산림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학교기반의 산림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학교숲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과 법조항의 개선이 필요

함을 지적하였다. 학교 운동장으로 인해 학교숲을 조성할 공

간이 부족하나 현행법에 학교 운동장 최소면적 및 시설 등을 

명시한 조항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추가적으로 학

교숲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자와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역할이 중요한데, 교장

선생님의 인식에 따라 기존 학교숲을 활발히 가꾸거나 둘레길

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를 활용한 “우리학교에 있는 나무 이름 

알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먼저 시행하여 교사

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긍정적인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면담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

영에 필요한 인력, 교통, 프로그램진행자, 인솔자 등의 지원체

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모두 공감하였다. 또한 현실

적인 방안으로 산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다양한 방

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 

볼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뿐 아니라 도시숲 등 지역사회 내 모든 숲을 잘 가

꾸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먼저 숲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이

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운

동장이라는 공간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현재 운동

장 공간을 숲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에도 개방하며, 학생들의 

체육시설은 주변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운동장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숲

을 가꾸는 등 신개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속가능하고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과제로 제시되었다. 나무심기, 낙엽치

우기 같은 생명을 가꾸는 연습, 학교숲 둘레를 매일 몇 바퀴씩 

걷기 등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해야 그것이 장기적인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날 것

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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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2)

Variables Categories n (%)

Personal Position Chair/Vice chair
Teacher

57
105

(35.2)
(64.8)

Sex Male 
Female

63
97

(39.4)
(60.6)

Age 20~29
30~39
40~49
≥50

15
34
62
45

(9.6)
(21.8)
(39.7)
(28.8)

School Type Public
Private

152
5

(96.8)
(3.2)

Location Large city
Small city
Rural area

146
4
2

(96.1)
(2.6)
(1.3)

Number of class ＜17
18~35
≥36

21
93
33

(14.3)
(63.3)
(22.4)

Accessibility to 
forest

Near
Far
Don't know

110
47
3

(68.8)
(29.4)
(1.9)

있었다.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식의 융합

이므로 산림 프로그램도 이 패러다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범교과학

습 주제로 산림 관련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의적 체

험활동(4개 영역, 연 102시간 정도)에 넣는 것은, 학교숲 프로그

램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학습과 산림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산림 활용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지

속적으로 하여 데이터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직은 성과가 

체계화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산림 프로그램이 일회성의 행

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

거가 부족한데,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몇 년간 축적

이 되면 다른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하

였다. 

2. 설문조사 결과

포커스그룹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산림복지 요

구도와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5인과 초등학교 교사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 ․ 보완하

여 확정한 설문지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산림복지에 대한 

서비스 요구와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1) 대상자와 학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교장/교감급이 35.2%, 일반교

사가 64.8%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39.4%, 여자가 60.6%였

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하였으며 4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일반현황은 국공립

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도시 지역이 96.1%로 

대도시 위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 수

에 따른 학교규모를 보면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중규모 

학교가 63.3%로 가장 많았다. 근무하는 학교 인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숲이나 녹지가 있는 경우는 68.8%로 높은 편이었다

(Table 1).

2) 교내와 외부 숲(녹지) 현황 및 활용 현황

교내 숲(녹지) 활용 프로그램은 화분가꾸기가 63.0%로 가

장 많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텃밭가꾸고 수확하기

(56.2%), 동식물 관찰 및 채집(41.4%), 학교숲을 걷거나 산책하

기(35.8%) 순이었다. 만족도는 텃밭가꾸고 수확하기가 5점 만점

에 4.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숲을 걷거나 산책하기(4.12

점), 산림 관련대회개최(4.06점), 동식물관찰 및 채집(4.03점) 

순이었다. 

학교 외부 숲(녹지) 활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일반학생 대

상으로는 소풍 및 당일 나들이가 76.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

였으며, 선발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숲과 함께하는 리더

십 캠프가 18.5%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산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 산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교사들은 산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여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나타냈으며, 정신건강

에 대한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4.57±0.60), 다음 신체

건강, 사회적 능력, 학업 향상의 순이었다(Table 3). 

(2) 산림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인식

산림 프로그램을 어떤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

는가에 대해 2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 정서행동검사 주의군 

학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50.0%), 그 다음으로 일반

학생(48.8%), 건강주의군 학생(43.2%)의 순이었다.

산림 프로그램 적용 시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교

사의 업무가 과중해짐(46.3%),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전문인력

지원이 없음(45.1%), 안전요원이나 봉사자가 없음(29.0%),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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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 School and out of School Forest Related Programs (N=162)

Variables Categories n (%)
Students' satisfaction

M±SD

In school 
program

Flower pots
Gardening and harvesting
Plant and animal observation and gathering
Walking in the school forest
Making ecological maps or plant illustrations
Holding a forest-related event
Recreation in nature
Festivals and concerts in nature
Yoga and stretching in nature
Meditation in nature

102 (63.0)
 91 (56.2)
 67 (41.4)
 58 (35.8)
 43 (26.5)
 35 (21.6)
 18 (11.1)
 17 (10.5)
10 (6.2)
 9 (5.6)

3.93±0.82
4.26±0.71
4.03±0.82
4.12±0.84
3.79±0.89
4.06±0.80
3.61±1.09
3.76±0.97
2.70±0.82
2.89±0.93

Out of school 
program

For all students One day camp
Over night program

124 (76.5)
 55 (34.0)

4.23±0.68
4.25±0.82

For selected students Leadership program 
Smoking prevention program
Scout of forest service
Forest therapy

 30 (18.5)
 24 (14.8)
 9 (5.6)
 6 (3.7)

4.17±0.87
3.67±0.87
3.89±0.93
3.33±1.37

Table 3. Recognition on the Effects of Forest Program (N=158)

Variables M±SD

Forest program is helpful for mental health 4.57±0.60

Forest program is helpful for physical health 4.47±0.68

Forest program is helpful for social relationships 4.23±0.82

Forest program is helpful for academic performance 4.01±0.88

량이 마땅치 않음(29.0%)의 순이었다.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교사대상 숲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86.3%), 학생산림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연수(85.0%)에 대한 참여의향은 높게 

나타난 반면, 관심있는 교사 위주 네트워크 형성(66.9%)에 대

한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Table 4).

(3) 산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산림 프로그램 적용 시 각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효과를 5

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등 전문가 

지원에 대한 방안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편 지원

(3.55점),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제공(3.55점), 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3.5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Kaplan과 Kaplan13)의 주의 회복이론(Attention Restora-

tion Theory)은 과학의 발전으로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

들이 자연과 가까이 함으로써 심리적 이완과 집중력 회복을 얻

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의 주의피로를 의

도적인 노력 없이도 회복시켜주는 환경을 ‘회복환경’이라 하

며 외부 자극이 적은 자연 환경이 생리,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비지향적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최적인 것으로 거론된

다.9) 최근 한 보고에 의하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의 ADH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성향 유병률은 

22%로 보고되었으며14) 상당 수의 학생들이 높은 불안과 스트

레스,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던 삶의 

방식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의 대안으로 

학교숲 조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숲을 활

용한 프로그램도 향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기반의 산

림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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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cognition on Application and Obstacles of Forest Programs (N=162)

Variables Categories n (%)

Priority group (select two) Caution students in emotion behavior test
General students
High risk in health group (ex. obese, atopy) 
School violenc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students
Drug problem students (ex. smoking, drinking)

81
79
70
52
28
9

(50.0)
(48.8)
(43.2)
(32.1)
(17.3)
(5.6)

Preferred area during creative 
experiential time

Autonomous activity
Extracurricular (circle) activity
Volunteer activity
Career activity

75
64
10
2

(49.7)
(42.4)
(6.6)
(1.3)

Program execution method
(select two)

Combine with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in curriculum
Routine program with more than 5 times
Parent participation program
Active use of external resources
Using Saturday program

92
70
63
56
41

(56.8)
(43.2)
(38.9)
(34.6)
(25.3)

Barriers (select two) Work overload of teachers
No professionals for forest program
No person who can control safety
No transportation service to forest area
No financial support
No information on the available forest

75
73
47
47
26
21

(46.3)
(45.1)
(29.0)
(29.0)
(16.0)
(13.0)

Participation intention for 
teacher's program (yes)

Healing forest program for teachers
Teacher training on student forest activity programs
Teacher-oriented network who interested in student forest activities

138
136
107

(86.3)
(85.0)
(66.9)

Table 5. Recognition on the Facilitating Strategies for Forest Program (N=162)

Variables M±SD

Specialist support for forest healing programs 3.63±0.66

Transportation support 3.55±0.72

Offering various forest experience programs 3.55±0.74

Security personnel and volunteer support 3.52±0.78

Supporting school forest construction & management 3.39±0.81

Provide information about available forests at the school 3.29±0.75

Forest use program competition and award 2.54±0.81

Designated 'research school' related to forests 2.53±0.76

Conducting a research conference on forests 2.43±0.79

였다. 연구결과 아직은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산림복지’라는 

용어가 교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학교숲을 활용한 프

로그램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효과도 긍정적으로 기대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의 숲을 활용한 프

로그램의 진행은 아직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학교기반의 산

림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구조 측면(제도적인 문제, 타 

정부기관과의 협력, 인적자원, 물적 자원 등의 지원체계 구축, 

인식개선), 과정 측면(교육과정 내에서 통합 방안,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 교육, 정보 제공 등), 결과 측면(효과를 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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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효과평가 연구)의 순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조 측면에서의 문제는 우선 학교숲과 관련된 규정의 문제

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 학교숲 조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학교 조성 시,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구성원을 위

한 숲 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기존 학교에서 학교숲을 

조성하거나, 조성된 학교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

정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5) 이에 신규학교 조성 시 일정 면적의 숲을 조성

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교숲의 교육 측면, 건강 측면의 유익성은 매우 다양하다. 

환경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학교

숲이 제공하는 좋은 경관과 공해방지 기능은 신체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16,17) 학교숲이 있는 학교의 초등학생은 학교숲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고 숲을 더 친근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였다.18) 또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

내는 학교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학생의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아동의 생태학적 감수성, 환경친

화적 태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또한 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현재 학교숲

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함께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

운 상황이다. 산림청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의 긴 하고 유지적인 협조 및 정책의 시행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

리 감독 하에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산림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교육계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화를 위한 교육계와의 협력방안으로는 

산림 관련 ‘연구학교’, ‘연구대회’, 산림이용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실시하거나 교원연수 시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 체험 기회

를 제공하는 방안, 학교평가지표에 산림복지 관련 내용을 삽

입하는 것, 교육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관련자와의 정기

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현장사업을 조

율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효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더

라도 야외학습은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들의 지도와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진행 주체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산림복지 활성화 방안으로 교사들이 가장 우선

순위로 꼽은 것은 외부활동 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는 것으로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나 숲해설가) 지원, 교통편 

지원, 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을 요구하였다. 다음 순으

로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원과 이용할 수 있는 숲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중간정도의 중요성을 

보였다. 

한편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초등교사 중 산림 관련 전문교

사 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 5일 수

업제가 시작된 후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진행하고 있

으며 각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생태학습, 생태교육 

등 자연(숲)과 관련된 수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태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학교 교과

목에서 자연, 환경, 생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심 있는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숲 생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숲활

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담당 교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공동놀이

자,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숲활동이 개설된다면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

다는 응답도 88%로 매우 높아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음을 

나타냈다.20)

다음 학교 구성원의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증진 방안

을 고려해야 하겠다. 그 방안으로는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등)에게 학교숲의 필요성, 효율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교육 시

행을 들 수 있다. 학교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관심을 증진시키

는 방안이 될 것이다. 초등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숲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모두 학

교숲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지만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다.21) 본 연구에서도 교육계의 관심제고를 위

해 교원연수 시 숲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경

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6.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

교숲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많

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Jang 등22)의 

연구에서와 같이 초등학생들의 만족유형을 고려하여 학교숲

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숲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증진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정 측면에서는 학교에서의 산림복지 프로그램 실행 방안

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학교기반의 산림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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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내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시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

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창체시간의 4가지 영역 중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으며, 학년 및 학급단위로 활동 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의적

이고 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Kang 등19)

은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숲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주 2

회, 총 16차시로 적용한 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을 요구

하였는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숲체험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기회 확대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소풍갈때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하

기, 사제동행 산길걷기 등이 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 군 지

역 등의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숲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외부의 숲(녹지) 활용 프

로그램을 살펴보면 일반학생 대상으로는 소풍 및 당일 나들이

가 76.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선발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숲과 함께하는 리더십 캠프가 18.5%로 가장 많

았다. 이와 같이 특정집단의 선발학생 보다는 일반학생 위주

로 더 많이 숲이 활용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대상

자로 꼽은 군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으므로, 정

신건강증진과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연관성을 주목해 볼 필요

가 있겠다. 초등학생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선정된 17편의 모든 연구에서 정신사회

적 건강에 대한 변수를 효과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3) 

집단따돌림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실 형태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에서도 자존감 증진과 스트레

스 완화, 그리고 학습전략 신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24)

그러나 정서문제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정서행동 특성검사로 선별된 학생군이 전체 아동의 4~ 

5%임을 감안하면 적용해야 할 대상자의 수가 적지 않으며, 특

정 집단 학생인 경우 의료인 및 보조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

우가 많아 기존 시설 내 인력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현실적 검

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완대책 방안으로는 추후에 간호사 

경력이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아토피 및 비만 같은 건강주의군 등 집단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산림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

겠다. 학교기반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토피 아동에 대한 

숲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대부분

의 연구에서 아토피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25)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프

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하며 성인이 아니라 아동 학생들이 만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양질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은 숙박, 체험 및 수련, 차량지원 등이 한꺼번에 이

루어질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음 산림치유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교

사들은 산림치유에 관심이 있어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누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산림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26) 따라서 산림

치유지도사 및 숲해설가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학

교숲의 효율적인 조성 ․ 운영 ․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네트워

크 구성 및 전문 자문단 구성을 통해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

하는 산림이용 종합정보 지원체계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권역별로 산림교육센터, 숲속수련장,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학생건강과나 체육건강과 

등으로 전국산림시설 안내자료를 보낸 후, 일선학교로 배부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과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숲의 치유적 인자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효용 및 편익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동 대상의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며, 더구나 학교 기반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숲 조성의 효

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숲 조성 

현황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여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근

거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이지만 이 연령대 아동들에게서 산림 치

유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1,8-10) 향후에는 

학교숲의 활용 방안,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숲 조성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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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면담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초

등학교 기반의 산림복지서비스 관련자의 학교숲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숲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사들 모두 그 효

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접근 가능한 숲이 있는가

의 여부, 학교숲 관리의 문제, 교사의 업무 과중 위험, 프로그램

의 다양화 부족 문제, 홍보 부족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숲과 산림 시설의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 다양한 특성의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용 가

능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제도화를 위한 교

육계와의 협력, 학교기반 숲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데

이터 축적으로 과학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안되

었다. 산림청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산림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학교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규 교육

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활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지역 교육

청과의 긴 한 협의 하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숲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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