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4권 4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4(4):566∼570, 2010

- 566 -

산림 치유 관련 논문에 관한 체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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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view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linical trial trend, clinical effect, and study methods of forest healing.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using the search engines of eight electronic databases from inception to march 2010

without language limitation. The search terms were "forest healing", "forest experience", "forest therapy", "forest

treatment", "clinical trial", and "clinical study". Inclusion criteria wer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among all

kinds of study searched about forest healing. Selection literature and data extraction was performed by authors(SH

Sun and SG Lee) independently. Total three studies were selected finally. The methodological quality in all study was

low because of poor reporting. Study indications were metal health, depression, self-esteem, and stress. The scale of

studies was very small, which was the level of pilot study. There were no description for obtaining informed consent

and being review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nd could be any problems for statistical method in any

studie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fact that each studies had the significant effect for study indications in the results

of studies. It is concluded that the evidence that health healing have a significant effect is insufficient. Further

systematic and methodological study and well-designed clinical trial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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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가 도시화로 자연보다는 인공적인 도

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 도시의 환경은 생활의 편리함, 안락함,

높은 수준의 문화 및 교육의 접촉의 기회가 많지만, 대기와 수질

의 오염, 교통과 소음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직업이나 작업환

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환

경에서 살고 있다1).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휴양, 레져 및 여가 활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방법 중 하나로

산과 산림이 풍부한 국내 자연환경에서 휴양과 건강을 접목한

삼림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의 치유 효과에 대

한 연구보고
1)
에서도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산림치유”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산림치유는 자연환경 중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요

법으로 정의되며, 산림이 주는 건강효과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

적,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이며 의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을 심신의 치유에 활용하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개념이다2). 특히, 보건휴양의 개념을 바탕으로 2007년 기준으로

전국에 112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적 정의로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의미한다3). 산림청에서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 방

법으로 보건 건강과 휴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관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산림 치유에 대한 연구로는 산림에서 얻어지

는 생리활성물질인 피톤치드, 테르펜
4)

, 음이온
5)

등에 대한 연구

가 있었고, 질환과 관련하여 불안감, 우울감, 알코올 의존증, 인

지능력,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과적 영역에서의 효과를 보고 등

이 있었다
6-11)

.

산림 치유의 개념은 天人合一의 한의학이론과 매우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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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고, 한의학적인 접근 및 타 학문과의 접목이 가능한 영

역 중의 하나이며, 관련 연구에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

각한다.

본 연구는 건강이나 치료의 측면에서 산림이 주는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현재까지 연

구된 보고들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적 연구이다. 현

재까지 산림치유에 관한 임상 질환 연구 중에서 의학적 유효성

판단이 가능한 논문에 대하여 연구의 경향, 임상적 효과 정도, 임

상연구 방법의 내용, 연구의 질적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

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1. 검색엔진

산림치유와 관련된 임상연구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MEDLINE, EMBAS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NDSL),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DBPIA의 database를 사용하였다.

2. 검색기간

검색기간은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개시시점부터 2010년 3월

까지로 하였다.

3. 검색단어

본 연구에 사용한 검색단어로는 산림치유, forest healing, 산

림체험, forest experience, 산림요법, forest therapy, 산림치료,

forest treatment와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임상연구, clinical

study의 다양한 조합을 사용하였으며, 언어는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 단어는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검색옵션을 사용하여 조합

하였다.

4. 대상 논문의 선정 방법 및 자료 추출

선정기준은 무작위화 대조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이하 RCTs) 연구이며, 산림 치유 또는 산림 체험 등과 관

련된 모든 임상연구로 하였다. 무작위화(randomized)가 없는 연

구, 대조군이 없는 임상연구, reviews, essay, 실험실 연구, 중복

출판된 연구는 제외시켰다. 첫 번째 검색 시 제목과 초록을 중심

으로 선정하였고, 1차에서 선정된 문헌은 전문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문헌 선정할 때 본인을 포함한 2명(SH Sun and SG

Lee)이 독립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논문이 차이가 있는 경

우 토론 등을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논

문 중에서 제1저자, 출판연도, 연구 대상질환, 연구 설계방법, 연

구의 질, 배정은폐(allocation concealment)의 여부, 대상자수, 동

의서 확인 여부,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

하 IRB) 승인 여부, 연구군과 대조군의 수와 중재(intervention)

내용, 결과 측정 지표, 통계분석, 결과 등을 2명의 저자(SH Sun

과 SG Lee)가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정리하였고, 그 내용들을 분

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결과 측정지표가 상이하여 메타 분석

(meta-analysis)을 시행하지 않았다.

5. 선정 연구의 질 평가

선정된 연구의 질 평가는 Jadad scale
12)
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무작위화(randomized)의 설명이 있으며 1점을 추가하였고,

설명이 적절하면 추가적으로 1점을 더 추가하였다. 이중맹검

(double blinding)의 설명이 있으면 1점을 추가하였고, 설명이 적

절하면 1점을 더 추가하였다. 중지 또는 탈락의 대상수나 그 이

유 설명이 있으면 1점을 추가하였다. 무작위화 설명이 있지만,

설명이 부적절하면 1점 감점하였고, 이중맹검의 설명이 있으나,

설명이 부적절하면 1점 감점을 하였다. 최고 점수는 5점이며, 총

점이 4점 이상이면 연구의 질이 높을 것으로 간주하며, 3점 이하

인 경우는 연구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대상논문의 선정 결과

최초의 검색에서 1347건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제목과 초

록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주제와 관련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1326건으로 모두 제외하였다. 그 후 본 연구자가 설정

한 대상논문 선정기준에 따라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21편의

문헌을 1차로 선정하였다. 1326건의 논문 대부분은 외국문헌에

서 검색되었으며, 본 연구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1차적으

로 선정된 21편의 문헌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21편 문헌을 다시 전문으로 검색한 결과, 주제가 다른 문헌 3편,

review와 기타 문헌 8편,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구 5편, 환자-

대조군 연구이나 RCTs가 아닌 문헌 1편, 중복 출판 1편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Fig. 1, Table 1).

2. 연구질환

연구질환은 건강기능(스트레스와 인지기능)
5)

, 우울증과 자존

감9), 스트레스 완화13)였으며, 정신적 측면의 질환이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연구방법은 2개가 단일맹검 대조군 무작위화 임상시험

(one-blind controlled RCTs)이며, 그 중 하나는 거짓 대조군

(sham control)
5)
을 사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inactive control

9)
이

었다. 세 번째 연구는 2×2 factorial RCTs 연구였다. Jadad scale

점수상 각각 2점5), 1점9), 그리고 2점13)으로 연구 방법론적 질수준

은 매우 낮았다. 배정 은폐(allocation concealment)는 설명이 없

어 불충분했으며, 연구 총 대상수는 각각 12명5)과 70명9)이며, 연

구군과 대조군의 대상수는 모두 동일하였다. factorial study는

각각 4개의 cell에 12명 이내로 포함시켰고, 총원 53명
13)
이다. 세

연구 모두 탈락자 없이 전원 분석이 되었다.

4. 연구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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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성 면에서 세 연구 모두 동의서를 받았다는 언급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의 허가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었다.

5. 중재방법

중재방법에 볼 때, 김 등
5)
은 음이온 발생기를 통해 2,001,000

ion/cc의 음이온을 30 cm 거리를 두고 노출시킨 군과 음이온이

없는 sham 군으로 나누어 검사를 하였다. 송 등9)은 24개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된 삼림체험을 경험한 군과 체험을 하지 않은 군

을 비교하였다. 이 등13)은 스트레스를 주기위해 먼저 골반 수술

영상을 10분간 보여주고 난 다음 두 군으로 나누어 산림의 사진

을 보여주거나 인공적인 도시 건물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을 시

행하였다.

6. 평가변수

평가변수는 건강기능을 스트레스 기능과 인지기능으로 평가

하였고, 스트레스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내 cortisol,

norepinephrine, epinephrine 수치를 측정하였고
5)

, 인지기능은

오스트리아의 Dr. schuhfried사에서 개발한 전산화 신경인지기

능 검사 방법 중 소검사법으로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SPM), work performance series (WPS), cognitrone (COG),

corsi block tapping test (CORSI)의 네가지 검사법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5). 이 등13)은 스트레스 평가 변수를 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s (ZIPERS) 설문지와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를 위해 생리학적 평가지표인 Galvanic skin response

(GSR), 심박변이도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심전도의 interbeat

Table 1. Summary on clinical trial for forest health

Author
(published)

Indication

Design, Jadad scale,
allocation concealment,
Sample size (n=allocated
/analysed), informed
consent, IRB

Case
(n=, experiment
intervention)

Control
(n=, intervention)

Evaluation
Stastical
analysis

Results Reference

Kim et al
2008

health function RCT one blind, 2,
inadequate, 12/12, no, no

n=6,
exposed to air with negative
ion (2,001,000ion/cc) for 30

minutes
/treatment session: 4

treatments over 4 weeks (1
time per wk * 4)

n=6,
sham procedure
for 30 minutes

1.stress function
a) blood cortisol

b)
norepinephrine
c) epinephrine
2.cognitive
function
a) SPM
b) WPS
c) COG
d) CORSI

1. Mann
Whitney
U-test,

2. Wilcoxon
signed rank
test,

3. Repeated
measure
ANOVA

군간비교 : NS
군별전후비교
1.c)P<0.05
2 b),c)P<0.05

5)

Song et al
2009

depression and
self esteem

RCT one blind, 1,
inadequate, 70/70, no, no

n=35,
total 24 programs from
April to July of 2008 in

Kyunggi-do

n=35,
inactive (usual

life)

1.BDI
2.SES

t-test

1.pre-post
case;
P=0.001
/control:
P=0.081
2.pre-post
case:
P=0.001
/control:
P=0.324

9)

Lee 2003 relieve stress
RCT 2×2 factorial, 2,
inadequate, 53/53, no, no

total n=53/ no fewer than 12 participants in
each of the 4 cells 1. ZIPERS

2. GSR
3. IBI of ECG

ANOVA,
MANOVA

1. P<0.001
: positive
effect
2) P<0.05
3) NS

13)after stressor phase of viewing the hip
surgery video tape for 10 minutes, view one of

forest or artificial landscape

SPM :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WPS : work performance series, COG : cognitrone, CORSI : corsi block tapping test, BDI : Beck Depresson inventory, SES : Self-Esteem Scale,
ZIPERS: 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s, GSR : Galvanic Skin Response, IBI : interbeat interval of heart rate, ECG : Electrocardiogram. NS : No significance

interval (IBI)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송 등9)은 우울증 평가척도

인 Beck depression inventory 한국판 설문지와 자존감 평가지표

인 Self-esteem scale (SES)을 평가변수로 사용하였다.

7.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김 등
5)
은 군간 비교를 위해 Mann Whitney

U-test를, 각 군의 전후 비교를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임

상 항목의 변화 차이가 실험 혹은 집단의 효과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을 사용하였다. 송 등9)은 군별로 전후비교를 위해 t-test를 사용

하였고, 이 등13)은 4개의 군의 평균비교와 다변량 변수를 보정하

는 평균비교를 위해 ANOVA, MANOVA를 사용하였다.

8. 결과분석

결과는 김 등
5)
은 군간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지만, 각 군

별로 측정전과 측정 후의 비교에서 혈액내 epinephrine 수치와,

인지기능검사의 COG와 WPS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음이온에 노출된 실험군에서 긍정적인 생리적 변화가 발견되었

다고 결론을 지었다. 송 등9)은 군간비교는 하지 않았으며, 두 군

의 전후 비교에서 BDI와 SES이 연구군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성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등13)은 생리학적 지표에서 산림의 사

진이 GSR에 유의성 있게 효과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에 큰 효

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IBI에는 유의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ZIPERS에서 양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우울증을 경감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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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journal selection process.

고 찰

현재 의료계는 증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이

하 EBM)이 화두이며, 한의계도 점차 이런 사회적 요구에 영향을

받고 있다. EBM의 목적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된 가

장 좋은 유용한 증거를 의학적 결정 수단에 응용하려는 것이다
14)

. 즉, 의학에서 질병에 대한 의료 방법과 수단의 의학적인 효과

판단에 적용하기 위한 증거로써 인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방

법론을 이용해야 하며,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중맹검 무작위화 대

조군 임상시험 (Double-blind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거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

로 간주 한다15). 이런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상세한 임상시험계

획서(protocol)를 작성해야 된다. 명확한 연구 대상 질환과 이것

을 확인하는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이 필요하고, 목표 질환의 효과

를 판단하기 위한 주평가지표(primary outcome)와 이 지표를 근

거로 임상적 의의가 있는 연구 대상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들은 임상시험 계획서(protocol)내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획서 완성이후에는 IRB 심의까지 통과하여 윤리적 문제

가 없도록 하며, 모든 연구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이 종료되고 결과를 보고할 때는 이런 자세한 내

용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연구 자체의 신빙성과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

해 CONSORT statement group에서는 논문 게재시 꼭 기재해야

하는 연구 방법과 내용을 25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16).

게재된 논문을 읽고 평가할 때도 상세한 내용 여부에 따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체계적 고

찰(Systemic review) 등의 연구에서 논문 질적 평가를 위해

Jadad scale
12)
을 다용한다. Jadad scale은 임상시험이 이중맹검과

무작위배정 원칙을 모두 시행하였는지 여부,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의 참여 중지와 탈락에 관한 정보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

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세가지를 모두 시행하면 각각 1점을

주고, 이중맹검과 무작위배정 내용이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추가

적으로 1점씩을 가산하여 총 5점을 만점으로 한다. 4점이상이면

증거수준과 강도가 높은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 준

한 연구로 판단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의학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수준의 연

구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고, 연

구방법론의 질적 수준은 Jadad scale을 이용하였다.

외국 검색엔진에서는 산림치유의 개념 연구나 산림치유 임

상시험에 관한 논문을 검색할 수 없었고, 국내 검색엔진을 통해

서 여러 연구를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정기준

에 부합되는 문헌은 세 편에 불과하였고, 모두 국내에서만 검색

되었다. 외국의 연구문헌이 검색되지 않은 것은 산림치유(forest

healing)라는 개념으로 RCT 임상시험과 같은 의학적 연구가 시

도되지 않았거나, 국내 검색엔진처럼 자국 내에서는 검색되나 국

제적으로 검색되지 않는 논문이 있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보

편적이지 않고 국내에서 새롭게 부각되어 연구되는 개념으로 판

단된다.

최종 선정된 논문 세편의 연구는 RCT 연구이지만, Jadad

scale로 평가한 질 평가 점수는 낮았다. 연구방법의 질적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CONSORT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해야하는

논문 연구 방법론의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택된 문

헌의 연구들은 산림관련 계열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이며, 제출한

학회도 산림계열의 학회지이다. 의학적 연구분야의 전문가가 아

니기 때문에 의학에서 요구하는 근거수준의 임상연구를 계획하

지 않았거나, 논문 작성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학회지도 의학계열이 아니므로 논문제출시 의학계에서

제시하는 CONSORT의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시키지 않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각 논문의 연구대상수는 총원이 최소 12명에서 최대 70명으

로 적은 편이었으며, 의학적 수준에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대상

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하지 않았으므로 pilot study의 개념과 비슷

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무작위배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맹검과 배정은폐에 관한 언급도 역시 없었다.

세 연구에서 IRB심의 또는 참가자의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

고 실시하였다는 등의 윤리적인 측면의 언급이 없었다. 최근 국

내외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IRB의 허가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는 윤리성을 고려하여 IRB 심의

또는 최소한의 참가자동의서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임상 연구 주제들은 스트레스와 인지기능, 우울증, 자존감,

스트레스 완화 등의 정신적 측면의 연구였으며,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도구로 주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객관적인 정량 측

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액검사, 자율신경을

파악할 수 있는 GSR, IBI 등을 사용하였다. 산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느낌이 정신적 안정이며, 안정된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연구 분야의 선정과 검사지표는 타당하

게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주제는 탈락되었던 논문 중에서

도 일관되게 보인다.

본 연구에 선정된 세편의 연구의 질환영역은 치료효과를 단

기간에도 볼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치유 측면에서 연구된 것은 바

람직하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방법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어 있다. 연구의 결과에 대한 유의성 여

부도 부분적인 경우가 많아 효과를 확인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연

구의 대상자수도 통계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고, 대상자수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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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예비 연구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며, 세 편의 연구는 산림

치유 효과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치료효과에서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림자원이 많은 국내의 현실을 볼 때, 산림치유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관광과 건강을 접목시킨 의료관광의 영역에서도 큰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산림치유는 한의학적 관점에 적합하다

고 생각된다. 산림치유의 방법에 한의학적 치료와 방법을 접목시

킨다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

의학적 산림치유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학

적 치료 방법을 접목시킨 산림치유 방법에 관한 연구가 우선 필

요하며, 그 후에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한의학적 평가

지표와 RCTs에 준하는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산림치유 임상시험은 맹검을 시행하기 어렵다. 산림치유의

중재(intervention)를 할 때 본인이 산림에서 삼림욕 및 여러 가

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연구 윤리성에 합당하면서도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맹검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선정된 연구들처럼 단일 맹검 무작위 임상시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질병과 산림치유의 치료효과를 규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질환군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토피, 천식 등의 환

경성 질환은 산림치유 영역에서 그 효과가 기대됨으로 초기연구

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적 수준에서 인정될 만한 소규모의

탐색적 임상연구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보고 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

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

므로 보고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왜곡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가 산림치유 체계적 고찰에서는 첫 번째 연구라고 판단되며,

존재하는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결 론

산림 치유 임상 연구의 방법론적 질은 상당히 낮았다. 산림

치유의 연구 분야는 스트레스와 인지기능, 우울증과 자존감, 스

트레스 완화의 정신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주된 연구방법은

단일 맹검 대조군 무작위화 임상시험이다. 현재 상태로서는 연구

방법론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산림치유

가 정신적 측면과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

거가 불충분하다. 의학적 효과를 판단하기 불충분 하지만, 임상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향후 체계적인 방법론적 연구개발

과 임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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