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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clear evaluation indicators from the development stage to the utilization 
of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s for school garden development among urban greenland development projects, 
to verify th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items, to present evaluation indicators for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s, 
and to conduct objective post-evaluation of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s among urban greenl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search method, evaluation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meditation forest were 
presen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FGI), and objective and clear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meditation forest evaluation project were developed by selecting itemized verification and detailed 
evaluation items. Afterwards, evaluation indicators were applied to excellent cases selec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basic data for the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meditation forest evaluation index proposed in this study to the target site, the target 
site A received a total score of 60 points, which is slightly lower as an excellent case study.

The target area B also fell short of 50 points.
The reason for the relatively low evaluation results, such as the evaluation results, is that the overall process of 

the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 from the development stage to the utilization stage was not considered, and 
the management and objec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were not applied to either the development part or the future 
utilization field.

Corresponding author: Koo, Bonhak,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 Myung University, South Korea, 
Phone: +82-10-3412-1471, E-mail: ecoculture@smu.ac.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3

20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3호(2020년 12월)� �

The derived evaluation indicators were revised again through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experts.
As can be see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cale and content of the future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 so that it is suitable for the name by examining the surrounding green space resources that 
can be utilized when selecting the target site systematically, securing them, expanding the scale of the development, 
and securing a sufficient budget.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s account for a very small portion of urban green space development projects, 
but other urban green space development projects should also be evaluated afterwards through objec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and garden development in schools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should be developed in a manner 
that matches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is research will help lay the foundation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meditation forest development project 
and school garde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uture, and will also be used as practical and useful data.

Key Words: Green Space Development Project in Urban Area, School Garden, School Forest, Focused Item, Evaluation 
Item, Forest Healing, Healing Fores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 중 학교정원조성을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의 조성단계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 평가 항목의 분류와 평가 항목을 검증하여 명상숲 조성사업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 중 명상숲 조성사업의 객관적 사후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통해 명상숲에 조성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한

후 다시 항목별 검증과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명상숲 평가사업의 객관적이며 명확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후

산림청 선정 우수사례에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결과를 통하여 향후 진행되는 명상숲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명상숲 평가지표를 대상지에 적용한 결과, 대상지A는 총점 60점으로 우수사례로써는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대상지B 또한 총점 50점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결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조성단계에서부터 활용까지 명상숲 조성사업 전체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조성부분과 향후 활용분야 한쪽에 치우친 운영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도출한 평가지표를 다시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수정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한 주변 녹지자원의 검토, 

확보와 조성규모의 확대 및 충분한 예산확보로 향후 명상 숲 조성사업이 명칭에 적합한 규모와 내용으로 조성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비록 명상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 역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통하여 사후평가를 진행하여 또한 성격을 같이하는 학교 내 정원 조성에도 사업별

목적과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발전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는 향후 명상숲 조성사업과 학교정원 조성 관련사업의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무에

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 학교정원, 학교숲, 중점항목, 평가항목, 산림치유,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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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와서 고도화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폭염 등의 이상 기후와 삶의 질 향상으

로 도시 내 녹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숲세권’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도시 내 녹지의 관심과 필요성이 사회현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녹지의 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

관의 도시 내 녹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산

림청은 도시림 기본계획에 녹색의 양과 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

양한 종류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학교 내 정원조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상숲 조성사업은 실행주체와 회계주체 등 행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학교숲 조성사업과 같이 학교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기대효과, 조성 기법, 조성내용 등은차이가

없고, 제도적인 차이가 내용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를 종합하면 ‘명상숲

신규조성 분야 우수사례와 명상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산림청의 2017년 심사기준과 2001년에 김인

호에 의해 연구된 ‘학교숲 시범학교 평가기준’을 현재까지 연구

된 평가지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위의 연구자의 자료가

가장 충실하며, 다른 연구자는 위의 연구자를 인용하는 수준으

로 선행연구로는 가장 적합한 평가기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각 기준들은 명상숲 조성사업의 평가지표로 보기

에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상숲 조성사업 평가지표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산림청의 ‘명상숲 신규조성 분야 및 명상숲 활용ㆍ사후

관리 분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정량적인 수량이

없이 모호한 기준을 통해 심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행정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양적인 부

분에 편중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김인호가 연구한 ‘학교숲 시범학교 평가기준’은 학교

숲 사업 자체를 사회운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관

점에서 평가기준이 작성되어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작성한 명상숲 조성

분야별 우수사례보다는 정량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역

시 심사자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항

목과 행정적 성격의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과 김인호의 ‘명상숲 조성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심사기준’과 ‘학교숲 시범학교 평가기준’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예산의 확보에 관한 평가항목은 실질적으로 사업

을 진행하는 공공기관과 설계 시공업체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

제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임을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의

부재와더불어기존의발표된지표들은평가의목적이다르기때

문에 명상숲 조성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산림청 우수사례 평가기준과 김인호의 학교숲 시범학

교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종합, 개선함과 함께 문헌연구를 통하

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세부평가기준을 도출하였으며, 명상

숲 조성에서부터 사후 활용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명상숲 조성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

여 향후 조성되는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

헌 연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지표 초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심층인터뷰 방법으로 검증하

여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다시 도출된 수정안을 전문가 심층인

터뷰를 통하여 신뢰도 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평가지표

를 도출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출된 평가지표를 연구대상지

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

해 개선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표 1).

2.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에 시행된 명상숲 조성사업 중

산림청 선정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적합성, 활용성 등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 후 명상숲 사업신청 유형 중에 복합적인 유형을 포함하고,

도심지와 비 도심지의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학

교 2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표를 적용하였다. 대상지는 표 2

와 같다.

Ⅲ. 결과 및 고찰

1. 문헌 및 선행연구

명상숲 조성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 수행 시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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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실정이며, 다만 성격이 유사한 학교숲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성과 활용분야 연구로 구본학(2001)의 ｢학교숲 가꾸기 담

당자연수｣, 구본학(2004)의 ｢학교숲과환경교육｣, 김순희(2002)

의 ｢학교숲 가꾸기가 학습원의 교육적 활용에 미치는 효과｣,

박상건(2004)의 ｢학교숲 가꾸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

병완(2005)의 ｢학교 구성원의 학교숲 인식과 바람직한 학교숲

조성 방안｣, 신광선(2007)의 ｢경기도 학교숲 조성 계획 지표에

관한 연구｣, 장정선(2008)의 ｢학교숲 조성 현황 및 만족도 분

석｣, 신경식(2013)의 ｢초등학교의 이상적인 학교시설 모델 탐

색｣, 김인호 등(2000)의 ｢학교숲 가꾸기 운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선성민(2008)의 ｢학교 생태감사 기법을 활용한 지

속가능한 학교숲 가꾸기 운동 활성화 방안연구｣, 천민필(2014)

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식물 및 학교 식재 식물에 관한 연

구｣, 김지환(2017)의 ｢도시 학교숲 실태와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국

지하(2009)의 ｢초등학교 조경공간 현황 및 구성원의 환경의식

분석｣, 김송(2015)의 ｢학교숲 만족이 고등학생들의 학교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박해수(2008)의 ｢학교숲 체험학습이 학생

의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신화(2017)의 ｢산림 교

육프로그램 평가지표 도출에 관한 연구｣, 신원섭(2009)의 ｢숲

을 이용한 건강ㆍ치유 프로그램 개발｣등이 있다.

또한 평가와 조성방법에 관한 연구로 김인호(2001a)의 ｢학

교숲국제초청 세미나｣, 윤희정 등(2008)의 ｢학교숲 속성별 가

치평가 연구｣, 김인호(2001b)의 ｢학교숲 가꾸기 담당자 연수｣,

김인호(2003)의 ｢학교숲 꿈꾸기｣, 산림청(2014)의 명상숲 가

이드라인, 산림청(2017)의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

을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 등이 있다.

특히 김인호(2001b)가 ｢학교숲 가꾸기담당자 연수｣에서 제

시한 평가지표 및 학교숲의 개념이 널리 인용되며, 그 틀을 확

립하였다.

2. 평가지표 초안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 항목들을 나열하여 실무

적 평가 항목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며, 노출 빈도가 높고 객

관적,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도출을 기준으로 각각의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

관련이론

고찰

명상숲�

조성사업

산림청�

명상숲�

조성사업�

우수사례�

심사기준

학교숲�

시범학교�

평가기준

문헌

연구

ㆍ쾌적한�환경

과�아름다운�

경관�제공

ㆍ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ㆍ지역주민의�

녹색쉼터,�녹

지�공간�확대

ㆍ주관적인�

평가기준

ㆍ정량적이지�

않은�평가

기준

ㆍ행정적인�

기준중심

ㆍ사회운동�

성격�중심

ㆍ다소�주관적�

평가기준

ㆍ다소�정량적

이지�않은�

평가기준

시사점�및�연구의�차별성

평가지표

개발

초안�

도출
FGI

수정안�

도출
FGI

문헌연구

Focus�

Group�

Interview

12개�

항목�도출

전문가�

그룹�A

14개�

항목도출

전문가�

그룹� B

최종�평가지표�개발

대상지�

적용

대상지 현황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현
ㆍ원주시

ㆍ안성시

ㆍ식재,�시설물,�

포장�현황도�

작성

ㆍ각�학교별�

명상숲�

담당자�설문

개선된�지표�제안

결론�및�제언

표 1. 연구 흐름도

구분 대상지A 대상지B

위치
강원도�원주시� 경기�안성시�

도심지�인접 산지,�농지�인접

면적 628.43m2 943.57m2

유형

대유형
근린녹지형숲

전문학습원
대유형

근린녹지형숲

환경조절숲,�

소유형
야외숲,�화단숲

화목원,�향기원
소유형

비탈숲,�야외숲,�

미래숲,�화단숲,�

중정원

선정내용 활용․사후관리분야�우수 신규조성분야�장려

표 2.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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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분석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힘든항목으로 학교숲 조

성유형과평가, 명상숲조성공간의적합성, 수목배치의적정성,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명상숲 관리체계 구축의 적극성, 명상숲

활용프로그램의 충실성, 명상숲활용 정도, 학교숲 가꾸기 관련

우수 활동 사례, 기타 우수사례 등의 항목은 제외하였다.

둘째,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기힘든항목으로 학교숲 조성

유형과 평가, 명상숲 조성 공간의 적합성, 명상숲 활용 정도 등

의 항목도 제외하였다.

셋째, 명상숲 조성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항목으로 양적인

조성으로 치중될 수 있는 항목과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항목으로 명상숲 조성 규모, 언론홍보, 명상숲 조성 면

적 증가 등의 항목을 제외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학교숲 시범학교 평가항목과 산림청 우수

사례 심사 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하였다.

그에 따른 평가지표 초안은 표 3과 같다.

먼저 평가영역으로는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명

상숲 조성의 적합성, 명상숲 운용 및 관리방안, 명상숲 활용프

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지역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역사회단

체와의 연계, 명상숲 관리 상태 등의 6개로 나누었다.

평가항목으로는 예산 활용의 적정성, 추가예산 확보, 녹지면

적 비율, 수목 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 위원회 운영현황, 워크

숍 개최 활동, 학교 구성원 참여 실적, 유지관리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 조성과정에 학생참여 활동, 학생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명상숲

관리상태의 12개로 나누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으로는 예산활용의 적정성,

추가예산 확보, 녹지면적 비율, 수목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

위원회 운영현황, 워크숍개최 활동, 학교구성원 참여 실적, 유

지관리계획 및 향후운영계획, 조성과정에 학생참여 활동, 학생

참여프로그램운영, 지역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명상숲 관리상태 12개로 적용하였다.

3. 평가지표 수정안

평가지표 초안을 FGI 설문을 통하여 검증을 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명상숲 운용 및 관리방안, 명상

숲 활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지역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명상숲 관리상태등의 6개의 평가영역

과 예산활용의 적정성, 추가예산 확보, 녹지면적 비율, 수목선

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 위원회 운영현황, 워크숍개최 활동, 학

교 구성원 참여 실적, 유지관리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 조성과

정에 학생참여 활동, 학생참여 활동프로그램운영, 지역구성원

들의 참여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명상숲 관리상태 12개의

평가지표 초안이며, 위 평가지표 초안을응답이 용이하며, 설문

조사응답자들의 차이점을 비교적쉽게 관찰할 수 있는 5점 리

커트척도(1=매우 부정적, 2=부정적, 3=보통, 4=적정, 5매우

적정)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적정성 의견이 보통(3.0점) 이하로 나온

항목을 제외하고 추가의견을 선별 종합하였다.

추가항목으로는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으로 수목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 항목의 평가기준에 초화류

의 종수가 추가되었으며, 식재밀도의 적합성, 자연 순환이 가능

한 토지이용, 소생물서식처조성의 적정성, 명상숲 조성에 대

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항목이 추가되었다.

명상숲 활용프로그램평가영역 평가항목으로 전문가 참여프

로그램 운영이 추가되었다.

또한, 명상숲 운용 및 관리방안 평가영역 평가항목으로 위원

회 운영현황, 워크숍개최 활동과 지역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명상숲�

조성을�위한�

예산의�

적정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전체공사비�대비�

수목재료비율

추가예산�확보
지원액대비�추가예산확보�

비율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녹지면적�비율
대지면적�대비�녹지면적�

비율

수목선정의�

적합성�및�다양성
교목의�종수

명상숲�운용�

및�관리방안

위원회�운영현황 위원회�구성�및�운영횟수

워크숍�개최활동 워크숍�개최�횟수

학교�구성원�

참여�실적
학교구성원�참여�누적인원

유지관리계획�및�

향후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및�향후�

운영계획�

수립�유무

명상숲�

활용프로그

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조성과정에�

학생참여�활동
학생참여�누적인원

학생참여�활동�

프로그램운영

조성�전,�중,�후�

참여프로그램�시행�유무

지역구성원들의�참여와�

지역사회단체와의�연계

지역구성원�및�

지역사회단체�

참여�유무�및�단체수

명상숲�관리상태 대지면적�대비�훼손지�면적

표 3. 평가지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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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와의 연계 평가영역 평가항목으로 지역구성원들의 참

여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항목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이 평가지표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

은 표 4와 같다.

4. 평가지표 최종안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FGI 설문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설

문결과의 추가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평가영역으로 명상숲 조

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참여형 조성

관리, 명상숲 운용 및 관리, 명상숲 활용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의 5개의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예산활용의 적정성, 추가예산 확보, 녹지면적

비율, 수목선정의적합성및다양성, 식재밀도의적합성, 자연 순

환이가능한토지이용, 소생물서식처조성의적정성, 명상숲조

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조성과정에 학생참여 활동, 학교 구성원

참여 실적, 유지관리계획 및 향후운영계획, 명상숲 관리상태, 학

생참여 활동프로그램운영, 전문가 참여프로그램운영 등 14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FGI 검증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각각의 세부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총점 100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표 5와 같다.

5. 평가지표 적용

1) 대상지 A
대상지A는 총공사비 99,200,00원이며, 대지면적 528.43m2로

녹지면적은 512.99m2이다.

현황수목으로는 소나무외 교목 7종 45주, 회양목 외 관목 7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명상숲�

조성을�위한�

예산의�

적정성�

예산활용의�적정성
전체공사비�대비�수목

재료�비율
-

추가예산�확보
지원액�대비�추가예산

확보�비율
-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녹지면적�비율
대지면적�대비�녹지면

적�비율
-

수목선정의�적합성�

및�다양성

교목,�관목�및�초화류의�

종수
추가항목

식재밀도의�적합성 녹지면적대비�식재밀도 추가항목

자연�순환이�

가능한�토지이용
생태�면적률 추가항목

소생물서식처�

조성의�적정성

소�생물�서식처�구성요

소�개수
추가항목

참여형�

조성관리

명상숲�조성에�대한�

전문가�자문

조성전,�설계단계,�시공

단계의�자문회의�개최

횟수

추가항목

조성과정에�학생참여�

활동
학생참여�누적인원 -

명상숲�

운용�

및�관리

학교�구성원�참여�

실적

학교구성원�참여�누적

인원
-

유지관리계획�및�

향후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및�향후�

운영계획�수립�유무
-

명상숲�관리상태
대지면적�대비�훼손지�

면적

명상숲�활용

프로그램

학생참여�활동�

프로그램운영

조성�전,�중,�후�참여프

로그램�시행�유무
-

전문가�참여�

프로그램운영

전문가�참여�프로그램�

운영�횟수(숲�해설가,�치

유프로그램�등)

추가항목

표 4. 평가지표 수정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전체공사비�대비�수목재

료비� 80%�이상
10점

산림청�

명상숲�

가이드라

인

전체공사비�대비�수목재

료비� 70%�이상
8점

전체공사비�대비�수목재

료비� 60%�이상
6점

전체공사비�대비�수목재

료비� 50%�이상
4점

전체공사비�대비�수목재

료비� 40%�이상
1점

추가예산�

확보

지원액�대비� 60%�이상 5점

김인호

(2001b)

지원액�대비� 40%�이상 4점

지원액�대비� 20%�이상 3점

지원액�대비� 1%�이상 2점

지원액�대비� 1%�미만 1점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녹지면적�

비율

대지면적�대비�녹지면적�

비율� 30%�이상
5점

건축법

대지면적�대비�녹지면적�

비율� 25%�이상
4점

대지면적�대비�녹지면적�

비율� 20%�이상
3점

대지면적�대비�녹지면적�

비율� 15%�이상
2점

대지면적�대비�녹지면적�

비율� 10%�이상
1점

표 5. 최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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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수목선정의�

적합성�및�

다양성

교목� 15종�이상,

관목․초화� 15종�이상
10점

산림청,

김인호

(2001b)

교목� 10종�이상,

관목․초화� 10종�이상
8점

교목� 8종�이상,

관목․초화� 8종�이상
6점

교목� 5종�이상,

관목․초화� 5종�이상
4점

교목� 1종�이상,

관목․초화� 1종�이상
1점

식재밀도의�

적합성

조경면적당� 교목� 0.2주�

이상,�관목� 1.0주�이상
5점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조경면적당� 교목� 0.2주�

이하,�관목� 1.0주�이하
1점

자연�순환이�

가능한�

토지이용

생태�면적률�60%�이상 10점

환경부

생태�면적률�50%�이상 8점

생태�면적률�40%�이상 6점

생태�면적률�30%�이상 4점

생태�면적률�20%�이상 1점

소생물서식처�

조성의�적정성

비오톱�조성�기법� 18개�

이상
5점

녹색건축�

인증기준

비오톱�조성�기법� 15개�

이상
4점

비오톱�조성�기법� 12개�

이상
3점

비오톱�조성�기법�9개�이

상
2점

비오톱�미조성 1점

참여형�

조성관리

명상숲�조성에�

대한�전문가�

자문

조성전,�설계단계,�

시공단계의�자문회의�

5회�이상�개최

5점

설계

용역사,�

시공사,�

자문위원�

등�실무자�

주도의�

자문회의

조성�전,�설계단계,�

시공단계의�자문회의�

4회�이상�개최

4점

조성�전,�설계단계,�

시공단계의�자문회의�

3회�이상�개최

3점

조성�전,�설계단계,�

시공단계의�자문회의�

2회�이상�개최

2점

조성�전,�설계단계,�

시공단계의�자문회의�

1회�이상�개최

1점

표 5. 계속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참여형�

조성관리

조성과정에�

학생참여�

활동

학생참여�누적�인원�200명�

이상
5점

김인호

(2001b)

학생참여�누적�인원�150명�

이상
4점

학생참여�누적�인원�100명�

이상
3점

학생참여�누적�인원� 50명�

이상
2점

학생참여�누적�인원� 50명�

미만
1점

명상숲�

운용�및�

관리

학교�구성원�

참여�실적

학교구성원�참여�누적�인원�

200명�이상
5점

김인호

(2001b)

학교구성원�참여�누적�인원�

150명�이상
4점

학교구성원�참여�누적�인원�

100명�이상
3점

학교구성원�참여�누적�인원�

50명�이상
2점

학교구성원�참여�누적�인원�

50명�미만
1점

유지관리

계획�및�

향후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및�향후�운영

계획�수립�

10

점 김인호

(2001b)유지관리계획�및�향후�운영

계획�미수립
1점

명상숲�

관리상태

대지면적�대비�훼손지�면적�

0%
5점

전체�

대상지�

면적�및�

고사목�

식재면적�

포함

대지면적�대비�훼손지�면적�

5%�미만
4점

대지면적�대비�훼손지�면적�

10%�미만
3점

대지면적�대비�훼손지�면적�

15%�미만
2점

대지면적�대비�훼손지�면적�

20%�미만
1점

명상숲�

활용프로

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학생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조성�전,�중,�후�참여프로그

램� 5회�이상�시행
5점

김인호

(2001b)

조성�전,�중,�후�참여프로그

램� 4회�이상�시행
4점

조성�전,�중,�후�참여프로그

램� 3회�이상�시행
3점

조성�전,�중,�후�참여프로그

램� 2회�이상�시행
2점

조성�전,�중,�후�참여프로그

램� 1회�이상�시행
1점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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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126주가 식재되어있고, 비오톱 시설은 없었다.

학교 명상숲 담당자 인터뷰 결과, 조성 시 자문회의와 학생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영부분 역시 학교구성원이 참

여하지 않았다. 유지관리계획은 없었으며, 명상숲의 관리 상태

는 양호하였다.

월 1회 이상 동아리 활동과 숲 해설가를 동반한 프로그램을

연 5회 이상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접야외무대 조성 후잔

여예산을 명상숲 조성사업에 추가 투입하였고, 야외무대와 연

계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현황은 그림 1∼그림 3과 같다.

평가지표 적용결과, 대상지A는 수목재료비가 80%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추가예산 또한 야외무대 조성공사 후 잔여 예산

을 투입으로 지원금 대비 65.3% 더 확보하였다.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녹지면적과 생태 면적률, 수목선정의

적합성 다양성은 높게 나왔으나 식재밀도는 낮았으며, 야외학

습에 활용이 가능한 소생물서식처는 고려되지 않았다. 관리상

태가 양호하였으며, 월 1회 이상 학생참여 프로그램으로 동아

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숲 해설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총점은 60점으로 본 연구의 평가결과, 기준 90점 이상 최우

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장려, 기타 중 기타에 해당하는

낮은 평가결과가 나왔다.

대상지A의 평가 종합은 표 6과 같다.

2) 대상지 B
대상지B는 총공사비 28,700,000원이며, 대지면적 943.57m2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명상숲�

활용프로

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전문가�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참여�프로그램�

5회�이상�운영
10점

숲�

해설가,�

치유프로

그램�등�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전문가�참여�프로그램�

4회�이상�운영
8점

전문가�참여�프로그램�

3회�이상�운영
6점

전문가�참여�프로그램�

2회�이상�운영
4점

전문가�참여�프로그램�

1회�이상�운영
1점

총�점 100점

표 5. 계속

그림 2. 대상지A 항공사진-1 그림 3. 대상지A 항공사진-2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점수

명상숲�조성을�

위한예산의�적정성�

예산활용의�적정성 10점 10점

추가예산�확보 5점 5점

명상숲�조성의�

적합성

녹지면적�비율 5점 5점

수목선정의�적합성�및�다

양성
10점 4점

식재밀도의�적합성 5점 1점

자연�순환이�가능한�토지

이용
10점 10점

소�생물서식처�조성의�적

정성
5점 1점

참여형�조성관리

명상숲�조성에�대한�전문

가�자문
5점 1점

조성과정에�학생참여�활

동
5점 1점

명상숲�운용�및�

관리

학교�구성원�참여�실적 5점 1점

유지관리계획�및�향후운

영계획
10점 1점

명상숲�관리상태 5점 5점

명상숲�

활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연계성

학생참여�활동�프로그램

운영
5점 5점

전문가�참여�프로그램운

영
10점 10점

총점 100점 60점

표 6. 대상지A 평가 종합

그림 1. 대상지A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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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면적은 804.63m2이다.

현황수목으로는 소나무외 교목 3종 17주, 영산홍 외 관목 5

종 944주가 식재되어있고, 비오톱 시설은 없었다.

학교 명상숲 담당자 인터뷰 결과, 조성 시 자문회의와 학생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영부분 역시 학교구성원이 참

여하지 않았다. 유지관리계획은 없었으며, 명상숲의 관리 상태

는 양호하였다.

학생과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은 없었고, 기존녹지와 소나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현황은 그림 4∼그림 6

과 같다.

평가지표 적용결과 대상지B는 기존수목 활용비율이 높아 수

목 재료비가 40% 이하였고, 추가예산의 확보는 없었다. 또한

녹지면적과 생태면적률은 높게 나왔으나, 수목 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과 식재밀도는 낮았고, 야외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소

생물 서식처는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

나, 운용․관리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활용프로그램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은 36점으로 본 연구의 평가결과, 기준 90점 이상 최우

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장려, 기타 중 기타에 해당하는

낮은 평가결과가 나왔다.

대상지B의 평가 종합은 표 7과 같다.

6. 평가지표 적용결과

위의 결과와 같이 대상지A, B를 산림청에서는 신규 조성분

야와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을 하였으나, 신규

조성 분야와 활용․사후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주관적인 평가기준과 정량적이지 않은 평가

결과가 적용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성ㆍ활용의 종합적인

평가영역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을경우,

본 연구의 평가기준 결과 중 기타에 해당하는 상당히 낮은 결

과가 나왔다(표 8).

평가점수에서 말해주듯이 산림청 선정 우수사례는 본 연구

에서 개발된 평가지표 적용 시, 본 연구의 평가기준에 기타에

해당되어 우수 명상숲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명상숲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각

도의 객관적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5. 대상지B 항공사진-1 그림 6. 대상지B 항공사진-2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점수

명상숲�조성을�위한�

예산의�적정성�

예산활용의�적정성 10점 6점

추가예산�확보 5점 1점

명상숲�조성의�

적합성

녹지면적�비율 5점 5점

수목선정의�적합성�및�

다양성
10점 1점

식재밀도의�적합성 5점 1점

자연�순환이�가능한�토

지이용
10점 10점

소�생물�서식처�조성의�

적정성
5점 1점

참여형�조성관리

명상숲�조성에�대한�전

문가�자문
5점 1점

조성과정에�학생참여�

활동
5점 1점

명상숲�운용�및�

관리

학교�구성원�참여�실적 5점 1점

유지관리계획�및�향후

운영계획
10점 1점

명상숲�관리상태 5점 5점

명상숲�

활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연계성

학생참여�활동�프로그

램운영
5점 1점

전문가�참여�프로그램

운영
10점 1점

총점 100점 36점

표 7. 대상지B 평가 종합

그림 4. 대상지B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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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지표 고찰

1)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
평가지표의 대상지 적용 시 각 학교 학교구성원과 해당지자

체 실무자와 전문가의 인터뷰 결과, 각 평가영역에 대한 의견으

로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항목은 예산의 부족함이

나왔으며,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항목은 학교 내 가용면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형 조성관리로는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명상숲

운용 및 관리 항목 역시 예산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명상숲 활용프로그램의 교

육과정 연계항목은 학교 측의 참여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

견이 나왔다. 이와 같이 현재 명상숲 사업은 부족한 예산, 사업

의 목적과 성격, 활용 여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명상

숲 사업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명상숲에서 숲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작은 규모와 실제 명상

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기존 학교숲의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 명칭만 명상숲이라고 명명한 명상숲이 없는 명상

숲 사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기존 녹지자원에 대한 고려가 평가지표에반영되지 않

고 있어 평가지표의 대상지 적용 결과, 실제 녹지자원이 풍부

하였으나, 평가지표상 예산부분에서 수목재료비의 비율이 마이

너스로 작용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 역시 기존 녹지자원의 활용 여부와 규모

를반영하고, ‘명상숲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에 적합하도록 치유

의 숲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

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활용 가능한 주변 녹

지자원의 검토, 확보와 조성규모의 확대 및 충분한 예산확보로

향후 명상숲 조성사업이 명칭에 적합한 규모와 내용으로 조성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평가지표 타당성 분석
산림청 우수사례 심사항목은 주관적이고 정량적이지 않으며,

행정적 성격이강하고 녹지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객관

적인 평가지표로는 부족하다.

또한, 학교숲 시범학교 평가항목은 산림청 우수사례 심사항

목보다는 객관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사업 자체를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성격이 강하며 부분적으로 주관적이고, 정량적

이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역시 실무에 적용할 평가지표

로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평가항목을삭제, 추가, 개

선, 종합하여 실무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지표는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명상숲 조성사

업의 목적에는 적합한 평가지표이지만 기존 학교숲 조성사업

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와 대상지 종합평가,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

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존 학교숲 조성사업의틀에서벗

어나 2020년 현재 산림청의 명상숲 조성사업의 목적에서 더 나

아가 명상숲 조성사업의 명칭에 적합한 사업으로 발전을 위하

여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평가지표의 대상지 적용결과,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활용

의 적정성 평가영역의 평가항목인 추가예산의 확보는 기존녹

지자원의 활용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여 평가가 모호하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로써 타당하지 않고 명상숲 조성사업

의 명칭에 적합하도록 보다 폭넓은 개념을 포함하도록 치유의

숲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기존녹지자원의 활용 여부와 산림치유 요소가 추

가 평가항목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8. 평가지표 개선안

학교숲의 틀에서 벗어나 명상숲 조성사업의 사업명에 적합

하게 향후 조성이 가능토록 치유의 숲 개념을 도입한 평가지표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

산의 적정성 평가영역 평가항목으로 예산활용의 적정성, 기존녹

지자원의활용항목과명상숲조성의적합성평가영역평가항목

으로 녹지면적 비율, 수목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 식재밀도의

적합성, 자연 순환이 가능한 토지이용, 소 생물 서식처 조성의

적정성, 산림치유 시설 도입의 적정성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참여형 조성관리 평가영역 평가항목으로는 명상숲 조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조성과정에 학생참여 활동으로 구분하였으

며, 명상숲 운용 및 관리 평가영역 평가항목으로는 학교구성원

참여 실적, 유지관리계획 및 향후운영계획, 명상숲 관리 상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상숲 활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평가영

구분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기타

(70점미만)
비고

대상지A - - - 60점

대상지B - - - 36점

표 8. 대상지A, B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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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평가항목으로는 학생참여 활동 프로그램운영,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운영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된 평가항목으로는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평가영역에

수목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 평가항목에서 평가기준으로 피

톤치드 생성수목 도입 여부가 추가되었고, 같은 평가영역 내

산림 치유시설 도입의 적정성 평가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따른 평가기준으로는 무장애 공간 조성 여부, 지형 및

경관을 고려한 연장 2km 이상 산책로 조성 여부, 크나이프요

법 시설도입여부, 수공간도입여부, 자연재료 포장재 도입여

부, 10m 이상의 녹지 폭 확보 여부, 광장 및 쉼터 조성 여부,

안내시설 도입 여부를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평가기준으로 평가지표 개

선안을 도출하였고, 그 내용은 표 9와 같다.

Ⅳ.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명상숲 조성공사 평가지표를 대상지에 적용한 결

과 적용결과, 대상지A는 수목재료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명상숲�

조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전체공사비�대비�

수목재료비� 80%�

이상

10점

산림청�

명상숲�

가이드라인

기존녹지

자원의�활용

사업대상지면적�

대비�면적비율�

200%�이상

5점

산림청�

명상숲�

가이드라인�

사업대상지�

최소면적

500m2� 기준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녹지면적�

비율

대지면적�대비�녹

지면적�비율�30%�

이상

5점 건축법

수목선정의�

적합성�및�

다양성

교목� 15종�이상,

관목․초화� 15종�
이상

피톤치드�생성�수

목�도입

10점

산림청,

김인호

(2001b)

식재밀도의�

적합성

조경면적당�교목

0.2주�이상,�관목

1.0주�이상

5점
국토부고시�

조경기준

자연�순환이�

가능한�

토지이용

생태�면적률�60%

이상
5점 환경부

소생물�서식처�

조성의�적정성

비오톱�조성�기법�

18개�이상
5점

녹색건축�

인증기준

표 9. 평가지표 개선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명상숲�

조성의�

적합성

산림치유�

시설�도입의�

적정성

무장애공간�조성�여부 1점

조용복

(2009)

박연희

(2017)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장애공간�

인증기준

5%�이내의�경사로�

및�곡선형의�산책로�

조성

1점

연장�2km�이상의�산

책로�확보
1점

크나이프요법�시설�

도입
1점

수공간�도입 1점

자연재료�포장�도입 1점

10m�이상의�녹지폭�

확보
1점

광장�조성 1점

쉼터�조성 1점

안내시설�도입 1점

참여형�

조성관리

명상숲�

조성에�대한�

전문가�자문

조성�전,�설계단계,�시

공단계의�자문회의�5

회�이상�개최

5점

설계용역사,�

시공사,�

자문위원�등�

실무자�

주도의�

자문회의

조성과정에�

학생참여�활동

학생참여�누적�인원�

200명�이상
5점

김인호

(2001b)

명상숲�

운용�및�

관리

학교�구성원�

참여�실적

학교구성원�참여�누

적�인원�200명�이상
5점

김인호

(2001b)

유지관리계획�

및�향후

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및�향

후�운영계획�수립�
10점

김인호

(2001b)

명상숲�

관리상태

대지�면적대비�

훼손지�면적� 0%
5점

전체�대상지�

면적�및�

고사목�

식재면적�

포함

명상숲�활용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

학생참여�활동�

프로그램운영

조성�전,�중,�후�참여

프로그램�5회�이상�시

행

5점
김인호

(2001b)

전문가�참여�

프로그램운영

전문가�참여�프로그

램� 5회�이상�운영
10점

숲�해설가,�

치유프로그

램�등�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총� �점 100점

표 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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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추가예산 또한 야외무대 조성공사 후잔여예산을투입으

로 지원금대비 65.3%더 확보하였다. 녹지면적과생태면적률,

수목선정의 적합성 다양성은 높게 나왔으나 식재밀도는 낮았

으며, 야외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소생물서식처는 고려되지 않

았다.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월 1회 이상 학생참여 프로그

램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숲 해설가가 참여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총점은 60점으로 우수사례로써는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하

였다.

대상지B는 기존 수목 활용비율이 높아 수목 재료비가 40%

이하였고, 추가예산의 확보는 없었다. 또한 녹지면적과 생태면

적률은 높게 나왔으나, 수목 선정의 적합성 및 다양성과식재밀

도는 낮았고, 야외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소생물서식처는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운용․관리 및 교

육과정과의 연계 등 활용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신규 조성분야 우수사례로

선정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을

경우 향후 활용성을 고려한 공간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부분에

서 낮은 평가가 나와 50점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평가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평가지표로 산림청 선정 우수사

례를 평가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가 나왔으며, 이

는 조성단계에서부터 활용까지 명상숲 조성사업 전체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조성 부분과 향후활용분야 한쪽에 치우친 운영

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평가지표 또한 기존 학교숲 조성사업의틀

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고찰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이에 따

라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명상숲 조성사업 명칭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평가지표를좀더 다양한 대상지에 적용하지 못한

것과 항목간의 중요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안한 평가지표의 검증과

다양한 대상지에 적용, 중요도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사

업대상지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한 주변 녹지자원의 검토, 확보

와 조성규모의 확대 및 충분한 예산확보로 향후 명상숲 조성사

업이 명칭에 적합한 규모와 내용으로 조성되도록 개선이 필요

하다.

위와 같이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의 사후 평가가 객관적인 평

가지표가 없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상

숲 조성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면서 알 수가 있었다. 비록

명상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도시 내 녹지조성사업 역시 객관적이며 정량

적인 평가지표를 통하여 사후평가를 진행하여 사업별 목적과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발전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사업의 조성단계에서 활용에 이르기

까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명확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대상지 적용 결과에 따른 추가 제안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향후 명상숲 조성사업과 같은 학교정원 조성사업의 질

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실무에서

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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