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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
개 요
토저센(Torjesen, 2016)에 따르면, 영국 내 환자의 약 20%는 주로 사회적, 감정적 문제로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받기 위해 설립된 로우 위원회(the Low Commission)에 따르면
일반의를 방문하는 15%는 사회복지차원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영국 내
관련 기관들은 자연 처방(Nature Prescription)과 사회적 활동 처방(social prescribing)이라는
비의료적인 임상 처방(non-medical/clinical prescribing)을 활용하여 의료적 부담을 감소하고
있다.

- 사회적 활동 처방: 사회적 활동 처방은 사회적, 감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하였
으며, 관련 제도 및 활동들은 정신건강 및 신체적 웰빙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활동 처방은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
회적 활동 처방의 주요 대상자는 경도 및 장기간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과 1차나 2차 의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다.
- 사회적 활동 처방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관리 전문가의 처방: 사회적 활동 처방은 관련 전문가(건강관리 전문가, 일반의,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가이드와의 상담: 가이드는 상담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을 처방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결해준다. 가이드의 대부분은 임상 훈련을 받지 않
았지만, 담당 지역뿐만 아니라 연계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와 프
로그램에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가이드 활동은 주로 건강 및 웰빙 코디네이터, 헬스 트
레이너, 지역사회 활동가, 건강관련 브로커, 사회적 기업 활동가 등이 하고 있다. 가이드는 사
회적 활동 처방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 중심적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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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또한, 가이드 활동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
어 특정 정신 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군을 위해 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질환자나 위험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적 처방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이드는 처방한 전문가에게 다시 알려 보다 전문인 치료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역 VCSE(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의 단체 활동과 연계
: 가이드를 통하여 참여자와 연결된 지역 VCSE 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참여자가 안
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 활동 예시: 점심식사 모임, 봉사활동, 미술, 그룹학습, 취업 상담, 친목 모임, 독서, 쿠킹
클래스, 식이요법, 뜨개질, 산책 활동, 낚시, 미술관 및 박물관 방문, 노래수업, 유용한 기
술 수업, 자전거, 아쿠아 테라피, 피트니스, 녹지 운동, 정원 가꾸기 등

건강관리 전문가의
처방

가이드와 상담

지역 VCSE의
단체 활동과 연계

그림1. 사회적 활동 처방 과정

- 사회적 활동 처방의 효과: 사회적 활동 처방 시행 결과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이었다. 관련된 연구
들에서 삶의 질,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웰빙이 향상하였고, 우울증 및 불안감에서 개선이 나타
났다. 예를 들어, 영국 브리스틀(Bristol) 내에서 실행된 사회적 활동 처방 프로젝트 연구에 따르
면, 활동 참여 후 기본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불안감이 개선되었다. 2016년 사회적 활
동 처방 네트워크는 사회적 활동 처방 시스템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
는 사회적 활동 처방의 결과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Polley, M.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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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회적 활동 처방 이해 당사자들이 도출한 결과 (사회적 활동 처방 컨퍼런스 보고서, 2016)

구분

사회적 활동 처방 효과

신체적·감정적 건강과
웰빙

자신감 및 자존감

정신건강 향상

삶의 질 및 탄력성
향상

변경 가능한 생활
요인 개선

비용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빈번한 1차 의료
이용 감소

예방

의약품 처방 감소

의료 경로 절감

지역사회
구축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지

지역사회 탄력성

기관 간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
자산 증가

행동 변화

생활방식 변화

자기관리 능력
향상

자존감, 활력 향상
및 동기 부여

새로운 기술 습득
및 학습

VCSE구축 능력

사회적 기반 시설
향상

자원봉사 증가

봉사활동 후 관리
제도

환자 요구사항
반영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

취업능력 및 개인
능력 향상

고립감 감소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사회적 활동 처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Polley, et al. 2017) 사회적 활동 처방이 사회적 의료비용을 감소시
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료 서비스는 사회적 활동 처방이 시행된 후 평균 2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활동 처방은 국민건강서비스(NHS) 이용률을 감소시켰다. 영국 로더럼
(Rotherham) 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 처방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3~4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참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고 및 응급 서비스, 외래 예약 및 입원
항목에 대한 NHS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아직 사회적 활동 처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대
한 체계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관련 연구 대부분 규모가 작았으며, 대조군이 없었다. 또한, 대부
분 자기 보고식 질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개입이 구조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해
결과를 측정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다양한 제도들과 유의미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비록 개선해야 할 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미 영국 내에서 100개 이상의
사회적 활동 처방 관련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런던 내에서만 25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또
한, NHS 잉글랜드는 2016년 6월 사회적 활동 처방의 코호트 임상 연구를 위해 국립임상책임
자(national clinical champion)를 임명하여 시스템을 지지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공유
하며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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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 처방 담당 기관
1) 국민보건서비스(NHS)
: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로 4개의 별도 시스
템인 NHS잉글랜드, NHS스코틀랜드, NHS웨일즈와 북아일랜드 보건복지기구(Health and
Social Care, 이하 HSC)로 구성되어 있다. NHS와 HSC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사
회 개혁으로 설립되었으며, 의료서비스는 포괄적, 보편적이어야 하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는 설립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영국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NHS는 국민
이 직접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NHS는 웹사이트를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데이터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효율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함
으로써 의료서비스 가운데 최전방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
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2. 국민건강서비스(NHS) 홈페이지

2) 지속 가능 의료 전문기관(Centre for Sustainable Healthcare)
: 잉글랜드 옥스퍼드에 위치한 비영리단체로 지속 가능한 의료 연구와 적용에 대한 세계적인
선두 연구기관이다. 전국 및 지역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성 전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상 분야 내 지속 가능성을 포함시키도록 설계한다. 또한, 전국적인
NHS 포레스트(NHS Forest) 조직을 체계화하여 치유 목적을 위한 녹지 공간 이용을 독려하
는 ‘그린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NHS 포레스트 조직들이 지역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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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지속 가능 의료 전문기관(Centre for Sustainable Healthcare) 홈페이지

1.2 기관별 자연 연계 처방 사례
1.2.1 국민보건서비스(NHS)
(1) 스코틀랜드 자연 처방(Nature Prescription)
⦁담당 기관: NHS 셰틀랜드(Shetland) 지부, 왕립조류보호학회(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RSPB)
- NHS 셰틀랜드
: NHS 셰틀랜드는 셰틀랜드 지역 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민의 병원 서비스
이용 및 국민 건강에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왕립조류보호학회(RSPB)
: 왕립조류보호학회는 야생 생물 특히 새의 종(species)을 보존하기 위해 130년 전에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종의 회복과 자연 보존을 위한 활동 외에 스코틀랜드에서 의사가 자연 활동
을 처방할 때 사용하는 달력 등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NHS 셰틀랜드와 함께 자연 처방
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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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NHS 셰틀랜드 홈페이지

(2) 국민보건서비스(NHS) 자연 연계 처방 사례
1) NHS 셰틀랜드와 RSPB 공동 추진 자연 처방 프로그램 연혁
: 영국에서 최초로 NHS 셰틀랜드와 RSPB 스코틀랜드가 공동으로 자연 연계 처방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017년 스칼로웨이(Scalloway)에서 시범 프로젝트 시행.
- 프로젝트 성공 후 셔틀랜드 내 10개 병원과 연계하여 병원 진료에 “자연 처방전(Nature
Prescription)”을 도입.
- 2018년 10월 이후부터 셔틀랜드 내 모든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는 NHS 셰틀랜
드로부터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환자들에게 자연을 처방하고 있음.

2) 자연 처방전(Nature Prescription)
: 셰틀랜드의 자연 처방은 셰틀랜드 자연 처방의 가치를 활용하여 질환자들에 대한 비
(非)의약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자연 처방 달력 등을 통해 이런 처방
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목적
: 비(非)의약적인 건강관리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도시 지역 주민들의 비활동적 생활
습관을 활동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자연 처방의 내용 모두 자연환경 내에서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서 활동성 자체를 증가시켜 건강을 회복하고 관리하고자 함.
거주민이 자연 활동을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주민 대상으로 ‘거주민을
위한 자기 건강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이드북의 내용에도
활동성 향상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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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처방 주체
셰틀랜드 내 일반의로 자연 처방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토대로 훈련받은 후 처방.
⦁주 처방 대상
고혈압, 우울증, 정서불안, 심장 질환 등의 환자들에게 주로 적용.
⦁처방 내용
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이용하도록 처방.
예) 해변 공예, 해안선 산책, 풀밭에 얼굴 맞대기, 자연 속에서 식사하기, 누워서 구름 바라보기,
동물에게 먹이 주기, 해변 유목 줍기 등
- 자기 건강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기 건강관리로 질환 치료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반의의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음.
⦁장점
자연 처방 프로젝트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이 자연환경에서의 야외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미치는 수많은 이점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음.

3) 자연 처방전 캘린더(Nature prescription calendar)
⦁발간 기관: RSPB 스코틀랜드
⦁대상자: 의료진의 진료에 따라 자연 처방전 캘린더에 포함된 활동 리스트가 치료 및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환자들로 주로 고혈압, 우울증, 정서불안, 심장 질
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
⦁캘린더 내 프로그램 내용: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받은 자연 처방에 따라 캘린더에 기재된 추천
활동 중 선택하여 수행한다. 캘린더의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1월: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3분 동안 소리를 들어보세요.”, “룽가(Lunga) 물가의 주요 경로
를 산책하면서 산토끼를 관찰해보세요.”
- 2월: “까마귀를 관찰해보세요. 공중에서 덤블링을 하거나 공중제비를 하며 구애 행위를 하는
까마귀를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 3월: “8살처럼 행동해보세요. 당신이 야외에서 친구들과 했던 게임을 해보고 함께 어울려 놀
거나 함께 굴을 만들며 놀아 보는 것이 어떨까요?”
- 4월: “나무 위에 난 싹을 찾아서 표면 질감을 느껴보세요.”, “사하라 남쪽의 겨울을 보낸 뒤
셰틀랜드로 돌아오는 첫 번째 검은꼬리사막딱새를 찾아보세요.”
- 5월: “데이지 화환을 만들어보세요.”, “풀 속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 해보세요.”
- 6월: “땅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눈을 감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 7월: “노스 국립자연보호구역(Noup of Noss NNR)의 꼭대기에 걸어 올라가서 부비새류 떼가
떠드는 소리를 즐겨보세요.”
- 8월: “새소리를 듣고 따라해보세요. 새와 대화를 해보세요.”

7

- 9월: “당신 발밑에 있는 물이끼를 인지해보세요.”
- 10월: “돌에 걱정이나 고민을 적어서 바다로 던져보세요.”
- 11월: “서쪽에서 강풍이 부는 동안 안전하게 셰틀랜드의 명소 다그린드 오다나비르(Da
Grind O’ Da Navir)를 방문하여 경험해보세요.”
- 12월: “겨울의 섭금류(조류)를 관찰해보세요.”
⦁자연 처방 프로그램 효과: 혈압 감소, 근심 저하, 행복감 상승 등과 같은 자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림5. 자연 처방전 캘린더 샘플

1.2.2 지속 가능 의료 전문기관(Centre for Sustainable Healthcare)
(1) NHS 포레스트(NHS Forest)
⦁NHS 포레스트는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며 지역사회, 의료진, 환자들이 자연환경을 더 활용하
도록 촉진하고 있다. NHS 포레스트의 프로그램은 녹지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증가
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환자들은 자연환경의 이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 활동 내용: NHS 포레스트의 초기 목표는 나무 심기였으며,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NHS 부지 180여 곳에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심어졌으며, 병원 내에서 더 많은 환자가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하여 과수원, 지역사회 공동 정원, 재활
및 치매를 위한 정원, 녹지 체육관, 녹지 내 건강 루트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야외 치유
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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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정신건강위탁사업체, 병원, 교육기관 및 지역 보건 진료소 등이 NHS 포레스트에
가입하였으며, 건강 관련 기관은 NHS 포레스트 가입을 통해 공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아
갈 수 있다. NHS 포레스트에 가입하는 과정은 관련 기관이 부지를 등록하면 NHS 포레스트
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후원, 홍보 및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개인 및 기업들은 나무를 후원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림6. 영국 내 NHS 포레스트 지역 위치 및 현황

1) NHS 포레스트 사례
[사례1] 바네트, 엔필드, 해링게이 정신건강 NHS
(Barnet, Enfield and Haringey Mental Health NHS)
내용

바네트, 엔필드, 해링게이 정신건강 NHS 위탁 사업체는 북부 런던의 사람들에게
통합적인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엔필드 내 모든
범위의 아동 및 성인에게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에 고용된
2,800여 명의 직원들은 상기 세 지역 내 약 950,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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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로열 런던 병원(Royal London Hospital)
내용

잉글랜드 화이트채플(Whitechapel) 내 위치한 로열 런던 병원은 대규모 병원이며,
어린이병원을 포함한 해당 지역 전역에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전문가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NHS 포레스트에 합류하였다.

그림7. 로열 런던 병원의 NHS 포레스트 참여 사진

[사례3] 임페리얼 칼리지 헬스케어 NHS 위탁 사업체
(Imperial College Healthcare NHS Trust)
내용

임페리얼 칼리지 헬스케어는 오래된 휴대폰과 나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채링크로스
(Charing Cross) 병원 등 NHS 부지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있다. 또한 생물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8. 임페리얼 칼리지 헬스케어 NHS 위탁 사업체의 NHS 포레스트 참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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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잉글랜드 공중보건(Public Health England)
내용

잉글랜드 공중보건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의료혜택의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다. 이 기관은 2013년부터 NHS 포레스트에
합류하여 지역 내 녹지 공간을 조성하며 다양한 시민 농장 등 시민들이 녹지 공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녹색 건강 루트 프로그램(Green Health Route Programme)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의 녹색 건강 루트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산림, 공원, 정원과 지
역사회를 연결하여 자연이 주는 건강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목적: 지역 녹지 공간의 접근성을 높여 녹지 공간 활용의 혜택을 촉진 시키는 것이다.
- 활동 내용: 환자들의 건강한 생활방식 유지를 위하여 지역 녹색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
료진과 함께 루트를 개발하고, 개발된 루트들은 녹색 처방에 활용된다. 해당 루트 내 활동과
자원을 지역 주민 및 일반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요양원,
보육원,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센터 등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실시한다.

그림9. 녹색 건강 루트 프로그램 참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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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마스턴 녹색 건강 루트(Marston Green Health Route)
내용

옥스퍼드(Oxford)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위치한 마스턴은 다수의 녹지
공간, 공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있다. 이곳의 건강 루트는 지역 녹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루트 지도 안내 책자는 가로등 및 지역 허브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루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일반의들은 해당 루트를
이용하여 운동을 처방하며, 담당 기관은 지역 학교 및 양로원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루트를 이용하고, 특별한 테마 산책로 및 자연 기반 워크샵을 마련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녹색 건강 루트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그림10. 마스턴 건강 루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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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예리코 녹색 건강 루트 (Jericho Green Health Route)
내용

예리코 루트는 지역 주민과 일반의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또한, 의료 센터(Health
Centre)에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용자가 담당의에게 진찰을 받은 후 바로
해당 루트에 접근할 수 있다. 예리코 루트는 사회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공원
및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강 운하의 뱃길, 해당 지역사회 센터와 카페들을 루트
안에 포함하였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위하여 지역 학교 세 곳과 함께 가이드
산책을 진행하고 있다. 루트는 상호적 맵핑 툴(interactive mapping tool)을 사용
하여 지도로 만들어졌으며, 전단지, 온라인, 휴대폰 환경에서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11. 예리코 건강 루트 지도

(3) 녹지 산책 프로젝트(Green Walking Project)
- 운영 목적: 성인 정신과 입원환자의 녹지 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개선하는 것이다.
- 운영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Social Change)의 보조금으로 자금 지
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의료 센터 및 왕립 정신의학과 전문의 협회와의 협
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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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 정신과 입원환자들은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이 많으므로 녹지 산
책 프로젝트는 정신과 입원환자들이 녹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얻는 혜택을 누리도록
활동하고 있다. 녹지 공간 내 산책은 사진 찍기, 명상하기, 숲 체험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으
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혜택 내용: 녹지 산책 프로젝트는 활동비가 적어 경제적 부담이 없으며, 산책 활동을 하는 동
안 녹지 공간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어 녹지 공간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환자
들은 녹지 공간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웰빙, 건강한 행동,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병실이 아닌 녹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의
관계 개선과 친목을 돕는다.

[사례1] 남부 런던 및 모즐리(South London and Maudsley, SLaM)
운영
방법

산림이 주는 치유 효과에 관심이 많던 지역 의료진들은 병원부지 내 녹지 공간의
이용 가능성, 산림치유 경험이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바탕으로 2017년 베들레헴
왕립 병원에서 산림 치유에 기반한 녹지 산책 그룹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녹지
산책 프로그램은 기존의 베들레헴 작업치료(OT)과와 통합되었다. 건강 안전·위험
평가 수행체계와 활동 그룹에 대한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녹색 산책 프로젝트는 다
수의 작업치료사를 모집할 수 있었다. 또한, 병원 관계자의 관심이 프로젝트 진행을
촉진하였으며, 작업치료사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는 환자들에게 안내함으
로써 녹지 산책 그룹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활동
내용

지역 내 녹지 산책 프로젝트는 이용 가능한 녹지 공간에서 원예, 출산 전·후 산책,
반려견 산책 등의 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우 산책 그룹은 평균 2-4명의 환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년층,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활동 진행을 위한 참여자의 최소 인원은 한 명이며, 진행자는 인솔
자와 그룹원을 보살피는 돌보미 두 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시간은 주로 1시간이며,
산책은 약 30분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 전·후에 산책 그룹을 대상으로 리커트
(Likert)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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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녹색 걷기가 진행된 녹지 공간 내 산책로 전경

[사례2] 남서부 요크셔 NHS 재단 위탁 사업체
(South West Yorkshire Partnership NHS Foundation Trust)
운영
목적

병동 내 환자들의 지루함을 감소하고, 환자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촉
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프리스틀리(Priestley) Unit 내 작업치료보조사
들(OTAs)에 의해 녹지 산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활동
내용

산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고, 어떤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 어떤 잠재 위험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산책 그룹
참여자 선정은 작업치료보조사가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 중에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
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참여 경험이
없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1명의
운영 담당자와 3명의 환자로 구성되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1 혹은 1:2의
비율로도 진행하고 있다. 산책 경로는 운영 담당팀과 환자들이 사전에 논의하며,
병동 내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환자들이 장소를 제안할 수 있으나, 위험요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익숙한 경로들이 주로 선택되고 있다. 녹지 산책 프로그램
은 주로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며, 날씨가 좋을 때에는 매주 진행되기도 한다. 녹지
산책은 주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스펜 벨리 그린웨이(Spen Valley Greenway)를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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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랭커셔 케어 NHS 재단 위탁 사업체
(Lancashire Care NHS Foundation Trust)
운영
목적

2016년에 길드 정신건강 병원(Guild Lodge)에서 신체 활동 전문 간호사와 직업치
료사는 협업을 통해 녹색 산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진행 결과 녹색 산책에 참여한
환자들의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었으며, 건강상 어려움을 다루기에 좋은 방법이라
고 여겨져 산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활동
내용

진행자 및 관계자들은 녹색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산책로에 대한 기본적
인 개요를 제공하고, 각 환자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산책 활동에는 신체
활동 코디네이터와 헬스케어 보조사가 진행을 돕는다. 환자들은 산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된 녹지 산책 활동 스케줄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책 활동은 매주
3회씩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행한다. 평균적으로 한 세션에 진행 및 케어 인원 2명
과 환자 5명이 참여하며 약 45분간 진행한다. 산책 중 진행되는 구체적인 활동 내
용은 참여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사례4] 옥스퍼드 헬스 NHS 재단 위탁 사업체
(Oxford Health NHS Foundation Trust)
활동
내용

2017년 11월, 옥스퍼드 내 워너포드(Warneford) 병원의 심리, 웰빙, 및 작업치료
관계자들은 녹지 산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녹지 산책 활동은 1~12명의 남성 급
성 병동(secure acute ward for men) 환자들로 구성되며 참여자 규모에 따라
1~3명의 진행자가 진행한다. 산책 활동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자와 보
조자가 모두 포함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녹지 산책로는 병원 인근 공공장소인 워너
포드 목초지(Meadow)를 활용하고 있다. 워너포드 목초지의 규모는 약 1.5헥타르
(ha)이며, 목초지 내 주종은 고목나무이고 과수원이 있다. 산책 활동은 상황에 따라
매주 혹은 매일 진행하고 있으며, 산책 활동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다. 산책 활동 내 구체적인 내용은 주 진행자가 주로 결정하고 있으나 보조자가
활동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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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처포헬스(Nature4Health)
- 운영 목적: 환경단체인 더 머지 포레스트(The Mersey Forest)는 2년 동안 자연환경의 이점을
활용하여 불안, 우울, 사회적 고립 등을 줄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네이처포헬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운영 내용: 네이처포헬스 프로그램은 국립 복권 공동 모금(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20만 유로(€)이다. 네이처포헬스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2014~2017년에 진행하였으며, 약 2천명 미만의 참가자들에게 자연친화
적이며 치료적인 환경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즐거운 산책 활동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
램은 2019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2년간 지속할 예정이다.
- 활동 내용: 네이처포헬스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은 숲길 걷기, 원예치료를 기반으로 한
정원가꾸기, 심장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기법 등이 있다. 프로그램 대
상자는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모든 세션은 숙련된 지도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내 다양한 활동은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13. 네이처포헬스(Nature4Health)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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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자연보호 건강운동(Conservation Workouts)
운영
목적
활동
내용

복지를 증진하는 환경은 자연보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세션은 숙련된 지도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프로그램은 난이도 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각자의 수준에
맞는 운동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각 세션은 낮은 단계의 워밍업 운동으
로 시작하며, 난이도별 운동 활동 진행 후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세션에
는 따뜻한 차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활동
예시

카운테스 오브 체스터 컨트리 공원에서 녹지 체육 활동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
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녹지 체육 활동은 10~12주 동안 진행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한다. 운동 프로그램이 난이도
별로 다양하게 있어,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사례2]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
운영
목적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은 장기적으로 참여자의 생활방식이 변
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원예작업을 하고 경험
을 공유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원예치료
활동은 다양한 활동과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예시

알코올 중독, 사회적 불안, 우울증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건강과 사회성 증
진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존감을 키우며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환자 중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환자들이며, 일부는 새롭게 참여하
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재방문한 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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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건강 산책(Health Walks)
활동
내용

건강 산책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책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해
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
들에게 매우 적합한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책 활동으로 노르딕 워킹
과 자연 교감 산책이 있다.

활동
예시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진행되며, 매주 적어도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12주 동안 매주 공원의 다른 구역을 탐험하면서 다양한 자연과 관련된 시를 읽게
된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은 치매환자로, 자연과의 교감 활동을 통해 환자
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존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 느낌, 감정이 자극
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의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내가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When I Am Among Trees)'를 읽고 나누며 참여자들은
새로운 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례4] 자연 속 마음챙김(Mindfulness in Nature)
운영
목적

마음챙김은 이미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된 활동이다. 참여자들은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
내고 인지능력, 자존감, 인간관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향상의 혜택을 누린다.

활동
예시

리버풀의 라이스 레인 시 농장에서 12주간의 자연 치유 프로그램과 7주간의 가족
산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동굴 만들기, 요리하기, 목재공예, 단
체 게임, 마음 챙김 세션 등의 다양한 세부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프로그램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카스 재단(Cass Foundation)과 라이프 룸스(Life
Rooms)의 협업과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자들이 충분히
탐험하고 발견하며 배울 수 있는 약 14아르(a)의 산림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마버리 컨트리 공원에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태극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태극권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 수련을 할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
시까지 마버리 컨트리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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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Bromley by Bow Centre, BBBC)
- 운영 목적: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BBBC)는 런던 동부에 위치한 지역사회 기관이다. BBBC는
런던 내 가장 불우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젊은층, 장기 실직자, 노년층을 포함하
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BBBC
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다.
- 운영 방법: BBBC는 사회적 활동 처방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 사회적 활동 처방
: 사회적 활동 처방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대상자
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슈 및 어려움에 대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
째는 대상자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및 활동을 찾아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가 BBBC와 연계된 의료기관의 일반의나 실무
간호사에게 문의하여 소개받을 수 있으며, BBBC에 직접 연락하여 참여할 수 있다.
BBBC, 성 앤드류 병원(St Andrews Health Centre), 스트라우들리 산책 센터
(Stroudley Walk Centre) 및 엑스엑스 플레이스 병원(XX Place Health Centre)과 같
은 의료 업계에 등록된 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림14.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BBBC)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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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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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bing 세션
개인 행동 계획/코치

Social Prescribing
코디네이터와 초기 전화 평가
진보하는 이정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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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후속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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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이정표
/소개

서비스 피드백

그림15. BBBC 처방 단계 (출처: 사회적 활동 처방 연간 보고서 2018.04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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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정원 가꾸기
운영
목적

건강을 위한 정원 활용은 NHS를 비롯한 건강 케어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활동 처방 내용 중 하나인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은 녹지
공간에 대한 노출 증가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장기적으로 완
화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활동을 통
해 비만율을 낮추고, 가꿔진 정원을 통해 홍수 피해와 대기 오염이 감소 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원 활동의 다양한 이점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폭넓은 건강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원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
져 지역 정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활동
예시

① 램버스 푸드(Lambeth GP Food) 조합은 램버스 지역의회 및 NHS 램버스 임
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2013년 봄에 시작되었으며, 런던 남부 내 11곳의 지
역을 포괄하고 있다. 램버스 푸드 조합은 장기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에게 함께 협력하여 식재료를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확한 식재료는 킹스 칼
리지(King’s College) 병원에 판매하고 있다. 즉, 환자가 다른 환자를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상호 정원 제도는 정원을 가꾸기 어려운 노년층이 소유한 정원과 정원을 가꾸
고 식물을 기르고 싶지만 정원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제도이
다. BBBC에서는 사회적 활동 처방전 안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정원 가꾸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16. BBBC 정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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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액티브 헬스(Active Health)
활동
내용

액티브 헬스 프로그램은 정신적 웰빙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양한 운동 활동들로 구
성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요가와 복서사이즈(Boxercise-복싱 동작들로 이루
어진 운동)가 있다.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체적 혜택을
얻도록 해당 활동을 즐기고, 참여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요가 수업은 매주 월요일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복서사이즈는 매주 금요일 오
후 1시부터 2시까지 BBBC에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타워햄리츠
(Tower Hamlets)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정신 질환자이다. 참여자들은 프로그
램을 통해 신체 능력을 높이고, 신체 및 정신적 웰빙을 얻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림17. BBBC 액티브 헬스 요가 및 복서사이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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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핏 포 라이프(Fit For Life) 프로그램
운영
목적

핏 포 라이프 프로그램은 타워햄리츠(Tower Hamlets) 거주민들의 체중 관리 및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4개의 주요 목
표(첫째,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둘째, 즐겁고 안전한 신체 활동, 셋째,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위한 개별 체중 관리, 넷째,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활동
내용

핏 포 라이프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진행되며, 초기 평가, 집중 기간 12주, 그리고
유지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8세 이상, BMI 수치 30 이상(남아시아인은
27.5), 무엇보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사회적 활동 처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활동
예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665명이 참가하고 517명을 평가하였으며, 12주 프로
그램이 296회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을 완수한 참가자는 69명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909명이 참가하고 330명을 평가하였으며, 12주 프로그램이 170회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을 완수한 참가자는 100명이었다.

활동
성과

핏 포 라이프 프로그램을 완수한 참가자 중 95%가 매우 만족했고, 기존 체중의
16%를 감량했으며, 허리둘레가 12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부심이 향
상되었으며, 신체 활동이 증가하였고, 식습관이 개선되었다.

그림18. BBBC 핏포라이프 프로그램 자료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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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개 요
미국의 자연 처방은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부터 시작되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단체인 ‘미국자연처방기관(Park Rx America)을 설립
하여 프로그램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미국 32개 주, 총 71개의 프로그램이 시행
되고 있다. 주(州) 및 지자체별 프로그램의 핵심운영 주체는 다르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파트너
십을 맺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참가 기관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자연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건강 관련 전문가라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으며, 담당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자연 처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1 자연 처방 담당 기관
1) 골든게이트 협회(Institute at the golden gate)
- 미국 자연 처방전 프로그램은 ‘골든게이트 국립공원 보호국’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체인 ‘골든
게이트 협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골든게이트 국립공원 보호국’은 골든게이트 국립공원
을 보존하고, 공원 방문객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하며, 공원 보존에 헌신하는 지역사회를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이 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립공원들
의 보존과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원뿐만 아니라 방문객 및 지역 거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국립공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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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골든게이트 협회 홈페이지 화면

2) 미국 자연 처방 기관(Park Rx America)
- ‘Park Rx America’는 자연 처방 담당 기관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
이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대한 환경적 역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
관이다. 이 기관은 공공 토지 및 하천의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을 실제 치료하는 현장에서 공원과 다른 보호지역을 활용한 처방전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20. 미국 자연 처방 기관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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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미국 자연 처방전 분포 지도

2.2 자연 처방 프로그램
- 자연 처방 운영 기관: 2013년 10월에 ‘골든게이트 협회(Institute at the golden gate)’와 ‘국립
휴양 및 공원 협회(The national creation and park association)’가 미국 국립공원청의 지
원을 받아 자연 처방 개발을 위해 의사, 헬스 케어 전문가, 지역사회 기관, 공원 당국을 모아
‘국립 자연 처방 프로그램 사업(The National ParkRx Initiative)’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이 프로그램의 국가적 기준을 공유하기 위한 자연 처방전 웹사이트 ‘ParkRx.org’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후에 ‘골든게이트 협회’와 ‘ParkRx.org’가 자
연 처방 프로그램을 이끌어왔으나, 현재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처방 프로그램은
‘Park Rx America’로 통합하여 국가적 관리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 자연 처방 주체: 미국의 자연 처방 프로그램은 공원에서의 신체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 처방이며,
자연 처방전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전문가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였다.
자연 처방전 처방은 주로 의사, 건강 지도사, 실무 간호사 순의 비율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연 처방 운영: 미국 34개 주에서 자연 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나 도시마다 보유한 공원
및 자원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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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 처방 과정
- 자연 처방 자격 과정: 미국 내 의료 종사자가 자연 처방전 처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 처방
교육 사이트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후에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지
면, 자연을 처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완료 시 자연 처방전을
처방할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을 갖춘 미국 내 의료 종사자들이 활동하는 지역별로 자연환경
의 특색이 다양하지만, 다음의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자연 처방전을 제공한다.
① 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처방을 제안하거나, 환자의 의지로 의사에게 먼저 신청할 수 있다.
② 의료 종사자는 처방에 앞서 환자와 가족력에 하나 이상의 만성적 질병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의료 종사자는 환자와 가족들의 하루 일상에 대해 검토하여 평소 생활 습관을 파악한다.
④ 의료 종사자는 환자와 가족들이 자연 처방전을 받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의료 종사자는 www.parkrx.org에 접속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선택한다. 이때 해당 공원 자연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횟수와 기간
및 활동을 환자와 함께 결정한다.
⑥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전의 종류(예: 스트레스, 비만, 우울증 등)를 결정한다.
⑦ 의료 종사자가 처방전을 제출함과 동시에 자연 처방전 코드가 생성되며, 환자에게 처방전
코드와 해당 공원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전송된다. 이때 의료 종사자는 코드를
EHR(Electronic Health Record)에 저장한다.
⑧ 환자는 이메일에 적힌 링크를 통해 공원 정보 및 위치를 파악한다.
⑨ 환자는 처방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줄인다.
⑩ 환자는 사전·후에 설문지를 작성한다.
⑪ 처방을 통해 이루어진 활동 과정을 평가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재처방을 결정한다.
(※ 미국 내 주마다 활동 및 세부 내용이 상이함.)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확인

자연 처방전
종류 결정

자연 처방전
토대로 활동 이행

그림22. 미국 전역 자연 처방전 처방 과정

28

사후 검사지 작성,
재처방 결정

2.4 자연 처방 사례
(1) 뉴멕시코 주 산책로 활용 처방전(Prescription Trails)
⦁운영 기관: 뉴멕시코 당뇨 헬스 케어 기관(‘New Mexico Health Care Takes On Diabetes’)
- 뉴멕시코 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지역연합 기관으로 특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비만을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앨버커키(Albuquerque)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앨버커키의 활동적 삶을 위한 연합(Albuquerque Alliance for Active Living)’,
미국 심장&뇌졸중 협회(American Heart&Stroke Association)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단체
와 협약을 맺고 산책로 활용 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목적: 산책로 활용 처방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며, 제안된 루트에서 산책
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한,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23. 미국 뉴멕시코 주 산책로 활용 자연 처방 기관 홈페이지 화면

⦁처방 과정: 미국 뉴멕시코 주 산책로 활용 자연 처방 과정은 다음과 같다.
➀ 헬스 케어 담당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➁ 헬스 케어 담당자는 신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웹사이트에서 산책로를 검색한다.
➂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산책로 활용 자연 처방전을 제공하며, 이때 환자가 이 처방전에 따
라 활동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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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각 지역연합은 산책로 활용 자연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처방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➄ 처방전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최소 60분 이
상 활동하도록 하고, 익숙해진 후에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을 활동하도록 한다.
➅ 환자의 상태를 재검토하며 자연 처방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표2. 미국 뉴멕시코 주 자연 처방 산책로 지역별 예시

카운티

(County)

난이
도

1
단계

명칭

세부내용

헤리티지 힐스 공원

낮은 단계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 코트, 놀이터,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다.

(Heritage Hills Park)

카베존 공원
(Cabezon Park)

루즈벨트 공원
앨버커키

2
단계

(Albuquerque)

(Roosevelt Park)

필 샤콘 공원
(Phil Chacon Park)

산체스 농장 공터
(Sanchez Farm Open Space)

3
단계
로스 파블라노 공터
(Los Poblanos Open Space)

델 노르테 공원
1
단계

(Del Norte Park)

스프링 리버 회랑: 산책로 1
(Spring River Corridor 1)

스프링 리버 회랑: 산책로 2
차베즈
(Chaves)

2
단계

(Spring River Corridor 2)

사우스 공원 묘지
(South Park Cemetery)

스프링 리버 회랑: 산책로 3
3
단계

(Spring River Corridor 3)

버텀리스 호수 주립 공원
(Bottomless Lakes Stat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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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놀이터와 디스크 골프 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로
중간에 쉼터와 벤치가 마련되어있다.
운동 코트, 가로수길, 조형 예술 공간, 시야가 트인 넓은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정원과 습지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반려견을 동반한다면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4가지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길이는 4.56마일(mile)
이고 난이도가 높은 산책로이다. 야생동물 서식지, 농장,
자전거 도로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았다.
해가 있을 때만 산책할 수 있으며 놀이터, 농구장, 축구장,
쉼터, 벤치, 강아지 배설물통 등을 마련해놓았다.
공원 및 동물원 출입이 무료이며 놀이터, 벤치, 강아지
배설물통, 식수대, 정자 등을 마련해놓았다.
기념비, 농구장, 쉼터, 화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은 낮 시간대에 가능하다.
역사적 공원묘지 근처에 있는 산책로로, 자신만의 역사적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놀이터, 디스크 골프장, 수영장, 벤치,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은 낮 시간대에 가능하다.
하이킹 코스, 낚시터, 습지, 놀이터 등이 있으며 호수
부근에서 낮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다.

카운티

(County)

커리
(Curry)

난이
도

명칭

세부내용

1
단계

그린 에이커스 공원

놀이터, 농구장, 소프트볼장,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2
단계

네드 훅 공원

3
단계

(Greene Acres Park)

(Ned Houk Memorial Park)

힐 크레스트 공원
(Hillcrest Park)

고프 공원
(Gough Park)

1
단계

바야드 커뮤니티 센터 공원
(Bayard Community Center
Park)

실바 크릭 식물원
그랜트
(Grant)

2
단계

(Silva Creek Botanical Gardens)

바탄 기념 휴양 공원
(Bataan Memorial Recreational
Park)

리틀 월넛 피크닉 트레일
3
단계

(Little Walnut Picnic Area
Trailhead)

고메즈피크 피크닉 트레일
(Gomez Peak Picnic Area
Trailhead)

메이필드 고등학교 트랙
(Mayfield High School Track)

1
단계

피오니어 여성 공원
(Pioneer Women’s Park)

라스크루케스

텔브룩 공원

(Las Cruces)

(Tellbrook Park)

2
단계

선셋 힐스 공원
(Sunset Hills Park)

아포다카 공원
(Apodaca Park)

4개의 농구장, 2개의 구기 운동장, 양궁장, 디스크 골프장,
승마 코스,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낮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다.
2가지 산책 코스, 동물원, 놀이터, 농구장, 반려견 공원,
쉼터,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낮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다.
넓은 잔디밭, 농구장, 쉼터, 식수대, 나무 그늘,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놀이터, 그네, 스케이트장, 구기 운동장, 그늘 쉼터, 벤치,
식수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야생 식물(안내 표시판), 발리볼장, 농구장, 놀이터, 쉼터,
나무 그늘, 식수대,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다.
구기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홀스 슈 게임장, 놀이터,
쉼터, 벤치, 식수대, 나무 그늘 등이 조성되어 있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일로
난이도가 높다. 산악자전거나 하이킹을 하기에 적합하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식수대와 쉼터,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산책로가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아이들을 위한 달리기 코스가 있으며, 길이가 짧고
평탄하여 누구나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정자,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내와 근접한 위치에
있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으며, 반려견과 산책 가능한
산책로가 있다.
운동기구, 놀이시설, 모래놀이통, 농구대가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놀이시설, 개방 공간, 쉼터,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놀이시설, 개방 공간, 테니스장,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 가능한
산책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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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County)

난이
도
3
단계

명칭

아웃폴 서쪽 순환 산책로
(Outfall Channel Loop West)

알라메다 공원 및 동물원
1
단계

(Alameda Park Zoo Walking
Area)

뉴멕시코 시각장애인 캠퍼스
(NM School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Campus)

인디언 웰즈
노스사이드 산책로
오테로
(Otero)

2
단계

(Indian Wells Ave. Walking
Path)

노스 시닉 드라이브
(North Scenic Drive Walking
Area)

플라야 산책로
(Playa Trail)

3
단계

라 파사다 엔칸타다 산책로
(La Pasada Encantada Trail)

루이도소 리버
산책로
1
단계

(Ruidoso River Trail)

올 아메리칸 공원
(All American Park)

시더 크릭 피트니스 산책로
링컨
(Lincoln)

(Cedar Creek Fitness Trail)

2
단계
윙필드 공원
(Wingfield Park)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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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탄 다용도 산책로
(Capitan Multipurpose Trail)

세부내용
다양한 산책로가 있으며 산책로마다 교차점이 있어 다른
산책로로 연결하거나 이동하여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우며 공공시설이
없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으며, 동물 보호구역, 나비 정자,
녹지, 놀이터, 쉼터,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다. 입장료(2세
이하 무료)가 있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으며, 산책로를 따라 넓은 나무
그늘이 형성되어 있다. 코스가 짧고, 정자, 장미정원, 녹지,
놀이터 등이 있어서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양쪽 길가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다.
분지의 파노라마적 풍경과 산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가능하나 목줄을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은 플라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서, 우기에는 플라야가
얕은 호수가 된다.
산책로에서 산책하며 어린나무와 고목 구별하기, 바위에
있는 화석 느껴보기 등 시각장애인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놀이터, 벤치, 쉼터 등이 있으나, 가로등이 없어 해가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이용 가능하다.
야구장, 농구장, 스케이트장, 놀이터, 자전거 트랙이
있으며, 그늘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짧은 산책로에는 운동기구가, 긴 산책로에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해진 후에는
산책이 불가능하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산책로
중간에 넓은 공터가 있다.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주차장이
있다.
산책, 자전거,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진 후에는 산책이
불가능하다.

카운티

(County)

난이
도

명칭

그라인드스톤 호수
(Grindstone Lake)

리오랜초
(Rio Rancho)

1
단계

(Cabezon Park)

3
단계

(Chianti Park)

카베존 공원

키안티 공원

바이센테니얼
1
단계

(Bicentennial)

포트 마시 공원
(Fort Marcy)

살바도르 페레즈
산타 페
(Santa Fe)

2
단계

(Salvador Perez)

코넬 장미 정원
(Cornell Rose Garden)

자연 보존 산책로
3
단계

(Nature Conservancy Trail)

모니카 루체로
(Monica Lucero)

세부내용
난이도 높은 크로스 컨트리 하이킹 경로가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진
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고 놀이터, 쉼터,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고 쉼터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다.
테니스장, 농구장, 놀이터,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근처에 공공시설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동기구, 테니스장, 볼룸(무도장), 조깅 코스, 놀이터,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발리볼장,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원 주변에 형성된 산책로를 이용하여 산책할 수 있으며,
쉴 수 있는 벤치가 조성되어 있다.
오래된 저수지 근처의 자연보존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공공시설은 없다. 환경 특성상 여름과 가을에 주로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놀이터, 나무그늘, 공터,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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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싱턴 주 자연 처방전(Parkscription)
⦁운영 기관: 노스웨스트 휴양 단체(Recreation northwest)
⦁운영 목적: 워싱턴 벨링햄의 비영리단체로서 야외 휴양활동을 개발하는 동시에 공간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 벨링햄 내 자연 처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왓콤카운티의 헬스 케어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건강 전문가가 야외활동을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을 긍정적인
야외 경험과 연결하여 더 건강한 생활양식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24. 미국 워싱턴 주 자연 처방 기관 홈페이지 화면

⦁운영 내용: 2017년 첫 번째 시범운영을 통해 5개의 헬스 케어 기관에서 121개의 자연 처방전
을 제공하였고, 처방전에 활용된 공원들은 자연 처방 공원 플랫폼에 목록화되었다. 2018년
두 번째 시험운영을 통해서는 51개의 헬스 케어 기관이 1000여 개의 자연 처방전을 제공하
였으며, 처방전에 활용된 222개의 공원이 자연 처방 공원 플랫폼에 목록화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자연 처방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으며, 더 많은 헬스 케어 기관에서 자연 처방을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인증된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방 과정:
① 의료진의 진단이나 환자의 요청으로 자연 처방전 처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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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진은 자연 처방 공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주변 공원을 검색한다.
③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공원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원 내 신체 활동을
처방한다.

환자의 이동성,
운동 능력 확인

개인적 요구가
고려된 적합한
공원 검색

참여 가능한 활동의
프로그램과 공원을
연결하여 처방

그림25. 미국 워싱턴 주 자연 처방전 처방 과정

⦁처방 방법:
① 자연 처방 공원 플랫폼인 왓콤 파크 파인더(Whatcom Park Finder)를 통해 왓콤카운티를
포함한 워싱턴 내 186개의 공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이동성, 운동
수준, 개인적 요구 등에 적합한 공원의 특징 및 위치를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다.
② 자연 처방 프로그램은 헬스 케어 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들의 환자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
내도록 처방하고 있다. 기억력 개선, 혈압 완화, 불안감 해소, 우울증 완화, 암 위험성 감소
등을 위해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공원이 무엇인지 선택하여 처방한다.

표3. 미국 워싱턴 주 자연 처방 프로그램 종류

구분

산책

활동명

소개 및 세부 내용

"벨링햄 노인 버튼 워커부츠
(Bellingham Senior Button
Walkabouts)"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산책이 진행되며,
노인센터의 구성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페어헤이븐 러너 앤 워커 토요일
산책(Fairhaven Runners & Walkers
Saturday Walks)"

매주 토요일에 산책이 진행되며,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참여를 위해서 주별
산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크라이스트 더 킹 지역사회 교회 여성
그룹 산책(Christ the King Community
Church Ladies group walks)"

여성들을 위해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포인트 로버츠 워키 워커(Point Roberts
Wackie Walkers)"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Lighthouse
Park에서 진행되며, 목요일은 같은 시간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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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명
"NW 튤립 트레커(NW Tulip Trekkers)"

하이킹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벨링햄에서 연간 8번의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이킹이 가능한 시기의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진행한다.

"벨링햄 노인 트레일블레이저(Bellingham
Senior Trailblazers)"

대상별 속도에 따라 주 3회 진행한다.

"걸스온더런-왓콤 패밀리 YMCA(Girls on
the Run - Whatcom Family YMCA)"

여자아이들을 위해 매주 진행되는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다.

"트레일블레이저-왓콤 패밀리
YMCA(Trailblazers - Whatcom
Family YMCA)"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다.

"와일드 왓콤(Wild Whatcom)"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자연 기반 야외활동
프로그램이다.

"와일드 왓콤-모험적인 활동(Wild
Whatcom - Wild Things)"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자연
탐구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콘월
공원(Cornwall Park)에서 오전
9:30-11:00에 진행한다.

"마운트 베이커 바이크 클럽(Mount
Baker Bike Club)"

매주 무료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

"왓콤 마운틴 바이크 연합(Whatcom
Mountain Bike Coalition)"

지속적으로 산악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확장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패들링

"웨이크(WAKE)"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왓콤카운티
협회의 프로그램이다.

여성 프로그램

"자신감 갖기(Shifting Gears)"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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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햄 부머 하이킹 클럽(Bellingham
Boomers Hiking Club)"

소개 및 세부 내용

자신감, 건강, 즐거움 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다.

(3) 피츠버그시 자연 처방전(PARKS RX)
⦁운영 기관: 피츠버그 공원 관리 위원회(Pittsburgh Parks Conservancy)
- 피츠버그 공원 관리 위원회는 1996년 12월 피츠버그의 역사 도시공원의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비영리단체인 공원 관리 위원회는 1998년부터 도시공원을 복원
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피츠버그시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 위원회는 공원을 위해
1억 1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17개의 주요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위원회 웹사이트
에서는 누구나 자연 처방전을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 도구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26.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시 자연 처방 기관 홈페이지 화면

⦁운영 목적: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공원 시스템을 회복하고 피츠버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환경, 역사, 지역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존중하며 진행한다. 세계 우수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 경관, 시설, 프로그램을 바탕
으로 지속 가능한 공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사와 즐거움 증진을 추구한다.
⦁처방 과정: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환자의 요청이나 의료진의 진단으로 자연 처방전을 처방한다.
③ 의료진은 웹사이트의 자연 처방 공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주변 공원을 검색
할 수 있다. 플랫폼는 공원시설, 주소, 지도의 특정 지점 등으로 알맞은 공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④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발된 공원 활동을 활용하여 공원 내 신체 활동을 처방한다.
(예: 지오캐싱, 산책, 첫 글자로 사물이름 맞히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줄넘기, 농구, 축구,
언덕에서 구르기, 사방치기, 그네 및 미끄럼틀 타기, 작은 생물 찾기, 사물찾기 게임 등)
⑤ 의료진은 환자에게 알맞은 공원 및 활동을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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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계절을
고려한 신체활동
계획

환자에게 적합한
주변 공원 탐색

공원 및 활동 처방

그림27.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시 자연 처방전 처방 과정
표4.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시 자연 처방전 대상 장소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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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설

활동

아몬 휴양 센터

놀이터, 쉼터, 야구장,
농구장

나무 종류 구별하기, 장애물 만들기, 농구 게임, 사물찾기
게임

알링턴 놀이터

놀이터, 쉼터, 농구장,
분수대, 산책로,

산책하기, 공원 특징 암기하기, 농구장 가로질러 뛰기,
놀이터 풍경 관찰하기, 사물찾기 게임

아스널 공원

농구장, 야구장, 놀이터,
테니스장, 골프장

돌담 따라 산책하기, 가장 큰 나무 찾기, 자신만의 공원 지도
만들기, 계단 세기, 사물찾기 게임

어거스트 윌슨
공원

농구장, 놀이터, 전망대,
자전거 도로

전망대에서 주변 강 찾기, 구불구불한 길 따라 달리기,
역사를 따라 걷기, 장애물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장애물 코스
지도 만들기, 사물찾기 게임

블룸필드 공원

농구장, 골프장, 야구장,
미식축구장, 수영장, 놀이터

에메랄드 뷰
공원

놀이터, 쉼터, 농구장,
산책로, 전망대

포트 피트

농구장, 놀이터, 테니스장,
미식축구장

블루 슬라이드
놀이터

쉼터, 농구장, 야구장,
놀이터

포브스와
브래독

쉼터, 놀이터, 테니스장,
야구장

달리기, 세 가지 나뭇잎으로 게임 만들기, 두 가지 그네 및
미끄럼틀 세트를 이용해보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보기,
숲과 산책로를 탐험해보기, 사물찾기 게임

프릭 환경 센터

쉼터, 화장실, 산책로,
도서관, 전망대, 자전거
도로, 극장, 분수대

비가 올 때는 흐르는 협곡 관찰하기,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기, 다양한 경로로 산책해보기, 동식물 관찰하기,
사물찾기 게임

보체게임, 땅에 납작 엎드리기 게임, 사물찾기 게임
나무 종류 구별하기, 돌계단을 세어보거나 걸어보기,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하늘을 보고
날아가는 새를 구별해보기, 사물찾기 게임
달리기, 100야드 미식축구장 달리기, 다양한 나뭇잎
수집하기, 턱걸이 대결, 사물찾기 게임
미끄럼틀 타기, 언덕에서 구르기, 자신만의 장애물 코스
만들기, 기구 운동, 사물찾기 게임

장소

시설

활동

하일랜드 공원

놀이터, 쉼터

나무 타기, 얼음 땡 놀이, 친구와 함께 동작 암기 게임, 땅에
닿지 않게 돌아다니기, 사물찾기 게임

켄나드 놀이터

놀이터,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미식축구장, 분수대,
화장실

놀이터에 있는 사인 기호를 이용하여 행성 이름 및 친구
이름 말해보기, 강가 산책하기, 생물을 찾아 그려보거나
이름 붙이기, 100야드 질주하기, 사물찾기 게임

카이트 힐 공원

농구장

공원 안에 있는 연(Kite)의 개수 세어보기, 사물찾기 게임

레슬리 공원

농구장, 야구장, 놀이터

상록수 세어보기, 야구장 달리기, 다양한 나뭇잎 모으기,
계단 세어보기, 사물찾기 게임

매기 공원

수영장, 야구장, 농구장,
미식축구장, 놀이터, 화장실

야구 관람석 수 세어보기, 기하학 모형 세어보기, 10야드씩
늘려서 달리기, 사물찾기 게임

(북부) 놀이터, 쉼터, 산책로,
농구장

동식물 종류 세어보기, 나무 종류 구별하기,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기, 두 사람이 똑같이 농구 득점하기, 사물찾기 게임

(남부) 놀이터,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농구장, 야구장

나뭇잎 종류 세어보기, 스케이트 및 보드 코스 만들어서
차보기, 트랙 위를 걷거나 달려보기, 지그재그로 다리
앞뒤로 건너가기, 사물찾기 게임

넬슨 만델라
평화 공원

놀이터

사다리, 벤치, 공원 주변을 이용하여 달리기 코스 만들기,
사물찾기 게임

옴스비 놀이터

도서관, 놀이터, 야구장,
농구장, 골프장, 수영장

도서관에서 책 빌려와 자연 속에서 읽기, 놀이터 근처에
보이는 글자 수 세어보기, 다양한 공 게임 만들기, 사물찾기
게임

폴슨 놀이터

야구장, 농구장, 놀이터

자신만의 놀이 코스 만들기, 동식물 종류 세어보기, 다양한
공 게임 만들기, 계단 오르기, 사물찾기 게임

필립스 공원

놀이터, 쉼터, 농구장,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놀이기구

굴러서 언덕 빠르게 내려가기, 계단 세어보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장소들에서 프리스비 던지기, 사물찾기 게임

사우스 사이드
공원

놀이터, 쉼터, 식물원,
산책로, 농구장, 야구장,
미식축구장

도시에서 벗어나 숲이 우거진 산책로 산책, 100야드 달리기,
공원에 있는 퍼즐 맞추기, 자연물 관찰하기, 사물찾기 게임

맥킨리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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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시 자연 처방전 계절별 활동

계절

활동

봄

매주 식물의 성장을 기록하기, 어린 사슴 사진 찍기, 땅을 파서 지렁이 관찰해보기, 새소리
들어보기, 비 오는 날 물웅덩이 밟아보기, 개구리 소리 들어보기

여름

작은 동물들을 따라 가보기, 친구들과 농구나 테니스 등 하기, 공원 경치 스케치하기, 가장
좋아하는 나무 그리기, 요새 만들기

가을

낙엽을 보고 나무 구별하기, 낙엽더미 위에서 점프 뛰어보기, 가을 축제 찾아서 참여하기,
산책하기, 자연물 모으기

겨울

다양한 눈 결정체 관찰하기, 상록수 종류 구별하기, 요새 만들기, 새 관찰하기, 눈 위에 누워서
팔을 저어 천사 만들기, 지오캐싱

(4) 필라델피아시 자연 처방전(Nature PHL)
⦁운영 기관:
① 필라델피아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
- 미국 최초의 아동 병원으로 소아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가족 중심
치료를 제공하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은 수많은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소화과 치료 방법
개선을 통한 의학적 발견과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② 스쿨킬 환경 교육 센터(The Schuylkill Center for Environmental Education)
- 미국 최초의 도시 환경 교육 센터이며, 1965년도에 세워졌다. 북서부 필라델피아 내 340
아르(a) 면적에 산, 연못, 하천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4가지 주요 분야인 환경 교육, 환경
기술, 토양 관리 책무, 야생동물 재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③ 필라델피아 공원 휴양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Philadelphia)
- 자연 및 문화 자원, 휴양부를 통해 구축된 활동, 역사 보존 의식 등을 바탕으로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④ 미국 농무부, 산림청, 필라델피아 지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Philadelphia Field Station)
- 미국 산림청 북부 연구 지역 중 필라델피아 대도시권의 도시 내 자연자원 보존 및 보존
의식 고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도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과학 분야로의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 과학 분야의 발전,
인간 삶의 질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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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자연 처방 기관 홈페이지 화면

⦁운영 내용: Nature PHL은 필라델피아의 아동 및 가정이 지역 공원, 산책로, 녹지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야외활동 및 자연 처방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의사, 교육자, 공중보건 관계자, 공원 및 휴양 기관, 그 외 유관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야외활동에 대한 이점을 알리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약 400개의 필라델피아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연 처방 시 이를 활용하
여 환자의 상태와 접근성에 적합하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 과정:
①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면 검사지를 받는다.
② 검사지를 활용하여 평소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위험군과 고위험
군으로 분류한다.
③ 저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에게는 야외 휴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고위험
군에 속하는 환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활동 처방전을 처방한다. 또한, 교육자료 제공,
Nature PHL 웹사이트 소개, 네이처 내비게이터(환자가 활동 처방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자의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보건 담당자)를 소개한다.
④ 자연 처방을 할 때, 환자의 특성에 맞게 Nature PHL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원 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상담 및 처방을
받은 환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녹지, 공원, 산책로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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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를 활용하여
환자의 생활 패턴
파악

환자 분류 및
집단별 적합한
공원과 활동 처방

공원 및 활동 처방

그림29.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자연 처방 과정

그림30. Nature PHL 웹사이트 검색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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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뉴질랜드
개 요
뉴질랜드의 자연 처방(Green Prescription; GRx)은 질환자가 자연환경 또는 일상 환경에서 약
품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처방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자연 처방은
‘친환경’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연 처방에서 친환경은 ‘인위적인 약품, 약물, 시술, 수술
등의 의료적 개입이 배제되고 개인이 스스로 자연과 일상 환경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자연 처방은 질환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된 프로그
램으로 뉴질랜드 체육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부산하기관인 SPARC(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에서 추진하던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 보건부가
이관받아 주관하고 있다.

- 주요 목표 및 처방 주체: 자연 처방 프로그램은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이를 위하여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지역 의료인인 GP, 실습
간호사 등)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자연 처방을 운영하고 있다.

3.1 자연 처방 담당 기관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자연 처방(Green Prescription, GRx)은 1998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뉴질랜드(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SPARC)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기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
하여 2009년부터 뉴질랜드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다. 자연 처방에 대한 비용은 뉴질랜드 보
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제공하며, 건강 관련 단체들과 협업하여 뉴질랜드 전역에서
자연 처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협업 단체로는 일반 개업의, 실무 간호사, 신
체 활동 지도사, 지역 스포츠 조직(예-스포츠 노스랜드(Sport Northland) 및 스포츠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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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Sport Otago)), 1차 의료 기관(Primary Health Organization; PHOs), 지역보건위원
회, 마오리 보건 지도사와 커뮤니티 단체 등이 있다.
- 2012년 7월 1일 뉴질랜드 보건부는 지역보건위원회가 자연 처방의 관리 및 펀딩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31. 뉴질랜드 보건부 홈페이지

3.2 자연 처방 프로그램
- 자연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담당의나 실무 간호사에게 문의하거나, 자연 처방 관리 기관으로
연락을 취하면 자연 처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담당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추천하여 자연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면 관련 교육을 받은 가이드가 연락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식습관 개선을 통한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개인에게 맞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활동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개인이 규칙적으로 꾸
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신체 활동 계획을 제공한다. 건강증진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관리를 통해 참여자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참여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준다. 프로그램 결과 대체로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스트레스, 혈압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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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연 처방 과정
① 의료인(일반의 또는 실습 간호사)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환자에게 맞는 자연 처방을
처방한다.
② 자연 처방전은 서면 또는 전자로 발행되며, 환자가 신체의 활동성 향상, 영양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방전을 가장 인접한 자연 처방 위탁기관으로 전달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자연 처방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연 처방 지원 담당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3~4개월 동안 매달
유선 및 대면 개인 상담을 제공하거나, 3~6개월 동안 집단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돕는다.
④ 자연 처방이 실행되는 동안 환자가 더욱 건강한 생활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처방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은 자연 처방을 처방한 의료인에게 보고된다.
⑤ 환자가 자연 처방을 통해 건강 개선을 느껴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자연 처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처방을 요청할 수 있다.

친환경
처방

처방 결과
종합정리
GP/간호사

건강전문가에게
진행과정
보고

질환자
면담

질환자
질환자
교류

친환경처방
위탁기관
격려

목표 설정

동기부여

행동 처치 및
환경 제공

그림32. 뉴질랜드 녹색 처방 시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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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연 처방 지역별 사례
(1) 스포츠 오클랜드(Sport Auckland) 자연 처방
⦁운영 목적: 1992년 설립된 스포츠 오클랜드는 지역 스포츠 위탁 사업체(Regional Sports
Trust)로 지역사회를 대변하여 자연 처방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 오클랜드는
양질의 스포츠,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활동
적인 생활방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지식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그림33. 스포츠 오클랜드(Sport Auckland) 홈페이지

⦁활동 내용: 활동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사회 스포츠 & 활동적인 레크리에
이션’과 ‘지역사회 건강’이다. ‘지역사회 스포츠 &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은 스포츠 뉴질랜드
(Sport New Zealand)의 지역사회 스포츠 전략을 지역사회 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
회 건강’은 카운티 마누카우(Manukau) 지역 보건위원회 및 오클랜드 보건위원회를 대신하여
자연 처방과 활기찬 가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 오클랜드는 주민들이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해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참여자
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스포츠 클럽과 기타 유관 단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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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스포츠 오클랜드 조직도

⦁활동 목적: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주로
자연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랑기토토 섬(Rangitoto Island)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2017년 10월 27일 오클랜드의 가장 어린 화산인 랑기토토 섬(Rangitoto
Island) 등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담당 기관인 스포츠 오클랜드는 보존부
(Department of Conservation) 및 풀러스 페리(Fullers Ferry)와 협력하여, 매년 랑기
토노 섬 등반 프로그램을 한해 두 번씩 진행하고 있다. 정상까지는 총 2.4km이며, 참가
자들은 오클랜드 다운타운에 위치한 부두에 모여 풀러스 페리팀이 기증한 티켓을 받은 후
화산까지 20분간 페리를 타고 이동한다. 섬에 도착하면, 참가자들은 섬의 역사와 함께
와이아타(Waiata, 마오리 노래)를 체험한다. 이후 참가자에 따라 45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를 선택하여 등반한다. 모든 참가자가 정상에 오르지는 않으며, 각자
세운 목표지점까지 등반한 후에 하산한다. 중간 휴식은 충분히 주어진다. 화산암으로 이
루어진 돌길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100m 등반은 가파른 목재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참
가자의 심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 및 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이다. 또한, 등반은 성취감을
주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성 및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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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랑기토토 섬 등산 활동 참여 사진

② 낙상 방지 프로그램(“Steady As You Go Gentle Start”)
-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는 초기 치매 환자로 환자들이 힘과 균형 감각을 길러 낙상을 방지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웰링턴 이너모스트 가든스(Innermost Gardens)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③ 아쿠아 세션(Aqua Session)
- 프로그램 내용: 등, 허리, 관절 등에 무리가 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중
활동을 통해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보건의가 환자의 상태에 필요하다
고 여겨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지역 수영장 및 레저 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영을
비롯한 수중 운동 및 코어 단련을 위한 그룹 운동도 제공한다.

(2)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Christchurch City Council) 자연 처방
⦁운영 목적: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를 위한 지역 기구이며, 해당 지역의 약 40만 명의 인구를
대변하는 시의회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내 대중교통, 환경, 레크리에이션 & 스포츠, 공
원, 문화 &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연 처방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외에 자연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도전 자연 놀이(Nature Play Challenge)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원의 주(Parks Week)를 기념하여 크라이스트처
치 내 공원에서 진행한다. 각 공원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제공하며, 도전 과제들을
마친 참가자들은 사진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거나 웹사이트 내 양식을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까지 모인 도전 완료 인증 사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도전
과제로는 통나무 위에서 균형 잡기, 언덕 굴러 내려가기, 산책로 뛰어 내려가기, 나무 막
대기 찾기, 곤충 찾기, 물장구치기, 땅파기, 야외에서 책 읽기, 잎 맛보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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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도전 자연 놀이 온라인 양식

② 12가지 자연 활동(Our Dirty Dozen)
- 놀이터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활동을 수행하기 좋은 지역 내 공원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도 해준
다. 활동은 오두막 짓기, 언덕 굴러 내려가기, 나무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기, 잎사귀로 만든
배 띄우기, 돌다리 건너기, 간단한 암벽 등반하기, 바다에서 물장구치기, 자신을 탐험가라
고 상상해보기, 새 관찰하기, 지도로 길 찾기, 모래 파기, 자연의 보물 찾아보기가 있다.

그림37. 12가지 자연 활동 경험 중 돌다리 건너기와 나무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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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료 수영
-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5살 이하의 아동들은 무료로 수영을 배
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아동은 보건부의 자연
처방 혜택 대상 아동들이며, 해당 아동들이 다른 많은 수영장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영장이 한산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아동들을 위해 무
료로 개방하며, 아동들이 자유롭게 수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과 함께 동행한 보호자 역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수영장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 수영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38.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료 수영 참여 사진

(3) 스포츠 캔터베리(Sport Canterbury) 자연 처방
⦁운영 목적: 스포츠 캔터베리는 뉴질랜드의 14개 지역 스포츠 위탁 사업체(Regional Sports
Trust) 중 하나로, 그레이터 크라이스트처치(Greater Christchurch), 캔터베리(Canterbury)
및 웨스트코스트(West Coast)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있으며, 스포츠 참여 혜택을 증진시키고 이를 알리고 있다. 이 기관은
운동 코치, 체육 선생님, 부모들을 통해 평생 동안 신체 활동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양질
의 신체 활동 경험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포츠 캔터베리팀은 지역사회 스포츠, 이벤
트 관리 및 신체 활동에 대해 오랜 기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캔터베리 웨스트코스트 지역
전역의 선생님, 코치, 스포츠 단체, 건강 전문가 및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상에 맞
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한다. 해당 기관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더 참여하고, 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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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스포츠 캔터베리(Sport Canterbury) 홈페이지

⦁활동 목적: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더 활동적이도록 하는 것, 인생을 바꿀만한 경험을 지역사회
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상에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더 브리즈 워킹 페스티벌(The Breeze Walking Festival) - 투아이타라 해안공원 우키 워
크(Wookie Walk At Tuhaitara Coastal Park)
- 더 브리즈 워킹 페스티벌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페스티벌 기간 중 하루는
아침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투아이타라 해안공원에서 걷는 행사가 진행되며, 모든 연
령대가 참여할 수 있다. 투아이타라 해안공원은 산림과 사구 생태계로 구성되어 절경을
볼 수 있으며, 가족·아동 친화적 산책이 가능하다. 코스 강도가 낮아 모든 연령대가 산책
하기 좋으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지를 산책하는 활동이다.
② 브리즈 워킹 페스티벌(The Breeze Walking Festival) - 슈거로프 산 야생 산책(Walk
On The Wild Side Of Sugarloaf)
- 브리즈 워킹 페스티벌의 활동 중 하나로 10월 중순 페스티벌 기간 중 하루는 아침 10시
부터 낮 2시까지 슈거로프 보호구역(Sugarloaf Reserve) 내 야생 구역을 탐험한다. 재생
중인 산림 캐노피 밑을 걷거나, 서밋 로드(Summit Road)로 올라와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코스 강도가 높아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 이상으로 제한적이며, 2시간에서 4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언덕 등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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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더 브리즈 워킹 페스티벌(The Breeze Walking Festival) 사진

③ 비 액티브 프로그램(Be Active Programmes)
- 스포츠 캔터베리의 자연 처방팀, 페가수스 헬스(Pegasus Health)와 캔터베리 지역 보건
위원회가 협력하여 만든 8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비 액티브 프로그램은 사람들
의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운동 활동들을 제공한다. 저자극 운동, 아쿠아
조깅, 수중 운동, 근력 운동, 댄스 등 폭넓은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운동에 대한 동
기 부여, 운동의 종류,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각 주제들에 대하여 참여자와 함께 논의한다. 비 액티브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은 새
로운 참가자 및 재참가자 모두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16세 이상의 비활동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세션은 유로로 진행되며, 한 세션당 $3의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림41. 비액티브 프로그램(Be Active Programmes) 참여 사진

(4) 스포츠 왕가누이(Sport Whanganui) 자연 처방
⦁운영 목적: 국가의 지역 스포츠 위탁 사업체(Regional Sports Trust) 중 하나로, 왕가누이
(Whanganui), 랑기티케이(Rangitikei) 및 루아페후(Ruapehu) 지역 내 스포츠를 발전 및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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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탁 자선단체이다. 스포츠 왕가누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지역사회가 중심이며, 스포츠 커뮤니티의 역량을 개선하고, 지역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덕분에 해당 지역 내 스포츠 활동 참여율은 10% 증가했으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양질의 이벤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림42. 스포츠 왕가누이(Sport Whanganui) 홈페이지

⦁활동 목적: 스포츠 왕가누이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참여를 통한 활동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이끌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클럽 골드(Club Gold)
- 걷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9시에 스프링베일(Springvale) 공원에 위치한 스포츠 왕가누이에서 모여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여러 루트를 산책하고 다시 스포츠 왕가누이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다. 버지니아 호수(Virginia Lake), 옐로우하우스(Yellow House), 캐롤라인 보트창고
(Caroline’s Boatshed) 등의 산책 코스 등을 활용하며 장소는 매달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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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클럽 골드(Club Gold) 참여 사진

② 워킹 그룹/산책로(Walking Groups/Walks)
- 스포츠 왕가누이에서는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명상,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 댄스,
볼링, 배드민턴, 탁구, 복싱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걷기 활
동 또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슬클리프 워킹 그룹(Castlecliff Walking
Group)’, ‘산책과 와플 그룹(Walk & Waffle Group)’, ‘왕가누이 밀레니엄 워커
(Wanganui Millenium Walkers)’ 등 다수의 걷기 그룹을 운영 중이며, 걷기 그룹은 매
주 한 번, 주로 아침에 모여 매주 다른 장소를 걷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정해진 산책
로를 걷기도 한다. 특히, ‘아름다운 농촌 산책(Scenic Farm Walks)’은 파키라(Pakira)에
서 주관하며 루아페후(Ruapehu) 산과 타라나키(Taranaki) 산의 전경을 볼 수 있다. 걸
으면서 농촌 풍경을 볼 수 있고, 4~6시간 걸리는 정해진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팜 스테
이도 가능하여 걷기 코스를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걷기
코스는 난이도가 낮은 남쪽 걷기(Southern Walk)와 난이도가 높은 북쪽 걷기(Northern
Walk)로 구성되어 있다.
③ 아쿠아 세션
- 스포츠 왕가누이에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등 아쿠아 세션
이 도움 되는 환자들에게 자연 처방에 아쿠아 세션을 추천한다. 아쿠아 세션은 환자의 상
태에 맞추어 운영되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영 수업을 진행한다. 한 번에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기보다는 적당한 휴식과 함께 점차 수영 거리를 늘려가며, 참여자는 수업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성취감에 따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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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츠 베이오브플렌티(Sport Bay of Plenty) 자연 처방
⦁운영 목적: 스포츠 베이오브플렌티는 약 25년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신체 활동을 통해 지
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사람
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리더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내 사람들
의 야외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파트너십, 협업,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 및 사람을 중심으
로 적합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성 증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44. 스포츠 베이오브플렌티(Sport Bay of Plenty) 홈페이지

⦁활동 목적: 지역사회 및 사람들에게 야외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지지를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스포츠 정신에 기반한 스포츠팀 조성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
결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 처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자연 처방 걷기 그룹(GRx Walking group)
- 자연 처방 등산 그룹(GRx Mount walking group, WBOP) 및 자연 처방 노르딕 워킹
그룹(Green Prescription Nordic walking group)은 자연환경에서 걸으며 신체 활동
량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지는 등산
그룹은 8주짜리 코스이며, 마우아오(Mauao) 코스를 등산한다. 주로 과체중, 우울증, 당
뇨, 고혈압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등산을 자연 처방하고 있으며, 자연 처방 가이드는 환자
의 상태에 맞게 점차적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조언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자연 처방 가이드는 한가지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수업을 조합하여 참여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참여자의 상태에 따라 등산뿐만
아니라 엑서사이클, 아쿠아 수업 및 노르딕 워킹을 함께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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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등산 그룹(Mount walking group) 참여 사진

② 자전거 세션
- 스포츠 베이오브플렌티는 다양한 자전거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서부 베이오브플
렌티(Western Bay of Plenty)가 진행하는 자전거 달(Bike Month) 프로그램은 한 달 동
안 사이클링과 관련된 활동 및 이벤트를 마련하고, 직장까지 자전거 타기 대회, 자전거로
이동하는 날(Go By Bike Day), 아오테이어러우어 바이크 챌린지(Aotearoa Bike
Challenge) 등 상금을 건 이벤트를 열고 있다. 또한, 중부 베이오브플렌티(Central Bay
of Plenty)가 진행하는 “자전거 함께 타기(Share the Ride)”는 12살에서 18살까지의 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산악자전거 활동이다. 3월에 3주 동안 총 6
번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이파(Waipa) 지역에서 함께 산악자전거를 탄다. 코스
완주 시에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산악자전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46. 스포츠 베이오브플렌티가 진행하는 자전거 세션 사진

(6) 하버 스포츠(Harbour Sport) 자연 처방
⦁운영 목적: 하버 스포츠는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활동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도를 높이고,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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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하버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스포츠와 신체 활
동에 대한 정보 허브가 되는 것, 둘째,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폭넓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셋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으로 움직이
는 습관을 들이도록 이끄는 것, 넷째, 스포츠 단체 및 클럽들이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림47. 하버 스포츠(Harbour Sport) 홈페이지

⦁활동 목적: 하버 스포츠는 진실성, 사람에 대한 존중(He Tangata: It is people), 리더십과
열정을 바탕으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연 처방을 받은 모든 사람 및 하버(Harbour)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걷기 그룹
-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를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벗 삼아 진행하여,
움직이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그룹을 만들었다. 여러 지
역에서 걷기 그룹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다양한 테마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걸으며 대화하기(Walkers and Talkers)”, “여성들을 위한 야외 활동
(Womens Outdoor Pursuits)” 등이 있으며, 각 그룹마다 모이는 시간과 날짜가 달라 참
여를 원하면 본인 스케줄에 맞는 그룹을 선택하여 참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걷기 코스는
난이도가 낮은 ‘와이노니 공원(Wainoni Park)’ 코스부터 난이도가 높은 ‘그린히쓰와 와
이노니 공원(Greenhithe & Wainoni Park)’의 7km 코스 및 ‘체스터 공원(Chester
Park)’의 8km 코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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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체스터 공원(Chester Park)’의 산책로 코스 지도

② 전신 웨이트 운동(Body Weight Exercises)
- 따로 체육관에 가거나 기타 장비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들을 소개 및 교육하고 있다.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기르기 위한 팔 벌려 뛰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런지, 플랭크, 데드리프트, 버피 등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위주로
운동의 강도 및 반복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7) 스포츠 웰링턴(Sport Wellington) 자연 처방
⦁운영 목적: 스포츠 웰링턴은 1990년에 세워진 지역 스포츠 위탁 사업체(Regional Sports
Trust)의 하나로 웰링턴(Wellington) 지역 주민들 모두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단
체이다. 스포츠 웰링턴의 주요 운영기금 지원 파트너들은 스포츠 뉴질랜드(Sport New
Zealand), 뉴질랜드 지역사회 위탁사업체, 웰링턴 지역사회 위탁사업체와 보건부 등이 있다.
스포츠 웰링턴은 사람들이 더 신체 활동량을 높일 수 있도록 웰링턴 지역의 스포츠 및 활동적
인 레크리에이션을 이끌고 있다. 지역 내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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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스포츠 웰링턴(Sport Wellington) 홈페이지

⦁활동 목적: 스포츠 웰링턴은 서비스, 열정, 개방성, 존경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웰링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에 활동적으로 평생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자연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아쿠아 세션
- 주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과체중, 고혈압 등을 가진 환자들에게 담당의가 자
연 처방에 아쿠아 세션을 처방하며, 환자는 스포츠 웰링턴의 가이드와 함께 일정 수준의
목표(500m 바다 수영 완주하기 등)와 목표 달성을 위한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지역 수영
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신체 활동
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50. 스포츠 웰링턴 아쿠아세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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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한 프로그램(Healthy Lifestyle Programme)
-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퍼 후트(Upper Hutt)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
는 신체 활동, 매주 진행되는 여성 소셜 사이클 그룹인 자연 처방 스토크스 밸리 커뮤니티
챔피언(GRx Stokes Valley Community Champion), 매주 포리루아(Porirua) 지역에
서 운영되고 있는 포리루아 워킹 사모안(Porirua Walking Samoan)이 있다. 또한, 심장
협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연 처방 참가자들과 심장 건강을 위한 도우미 그룹 간 연결
고리를 만들어준다. 매달 흉부외과 간호사가 가르쳐주는 건강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51. 건강한 생활방식 프로그램 참여 사진

(8) 스포츠 혹스베이(Sport Hawke’s Bay) 자연 처방
⦁운영 목적: 스포츠 혹스베이는 1989년에 설립된 지역 스포츠 위탁 사업체(Regional Sports
Trust)의 하나로 해당 지역사회가 평생 스포츠 및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수준의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혹스베이의 지역 스포츠 단체, 학교 및 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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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스포츠 혹스베이(Sport Hawke’s Bay) 홈페이지

⦁활동 목적: 스포츠 혹스베이는 지역 주민들이 신체 활동량을 늘려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
록 이끌며, 지역사회 속에 스포츠와 신체 활동이 자리 잡아 지역민이 평생 활발한 신체 활동
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연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활
동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아쿠아 세션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 아쿠아 세션은 관절 및 근육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자연 처방에 주로 포함되
는 활동으로, 아쿠아 활동은 관절 및 근육에 큰 무리가 없어 해당 환자들에게 다른 자연
처방 활동보다 먼저 시도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물, 수영을 통한 자신감
(Water/Swim Confidence)” 프로그램은 수중에서 운동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 수중 신체 활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도 이루어지며, 네이피어 아쿠아 센
터(Napier Aquatic Centre) 및 스윔 헤레타운가(Swim Heretaunga)에서 주로 운영하
고 있다. 아쿠아 세션 이후 환자의 경과에 따라 자연 처방이 제공하는 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캠벌리 커뮤니티 센터(Camberley Community
Centre) 등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누며 동기 부여해주고, 함께 원예작업을
통해 소통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어, 환자들이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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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사회활동 프로그램 예시 사진

② 자전거 세션
- 사이클링 뉴질랜드(Cycling New Zealand)에서 전문 트레이닝을 완료한 강사들과 함께
진행되는 자전거 세션은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도와주며,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싶거나 같이 탈 사람들을 모색 중인 지역민이 자신의 스케
줄 및 취향에 맞는 그룹을 골라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혹스베이는 다양한 자전거 그룹
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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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스포츠 혹스베이 자전거 코스 지도

③ 걷기 세션
- 화창한 날씨와 다양한 풍경을 가진 혹스베이는 일 년 내내 걷거나 뛰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곳이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책 클럽이 운영되고 있어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클럽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 중 ‘네이피어 해리어
클럽(Napier Harrier Club)’은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족 중심적인 클럽으로 7세부
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다. 이 클럽은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런/워크 혹스베이(Run/Walk Hawke’s Bay)’를 진행하는데, 클럽 멤버가 100명 이
상이며, 초보 단계부터 국가대표 선수급 기량을 가진 이들로 이루어져 각자의 역량 안에서
뛰거나 걸으며 서로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한다. 네이피어 해리어 클럽은 두 곳
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 곳은 네이피어(Napler)에 다른 하나는 헤이스팅스(Hastings)에
위치한다. 또 다른 클럽인 ‘헤이스팅스 해리어 클럽(Hastings Harrier Club)’은 겨울 시
즌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에 함께 달리는 러닝 클럽이다. 클럽이 운영되는 시즌 동안에는
대회에 출전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 아이들
7~18세, 시니어 19~35세, 마스터 3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 혹스베이 트레일을 포함하여 걷거나 달리기 좋은 시설 및 공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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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스포츠 혹스베이 자연 처방전에 활용되는 공원 및 시설

시설
혹스베이 스포츠 공원
(Hawke’s Bay
Regional Sport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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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약 2.2km의 석회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반려견과의 산책에도 적합하다.
또한, 모든 계절 이용할 수 있는 400m 트랙이 있다.

테 마타 피크
(Te Mata Peak)

헤레타운가 평지(Heretaunga Plains)보다 399m 위치한 테 마타(Te Mata) 정상은
절경뿐만 아니라 마오리 및 유럽에 관한 역사적인 곳이다. 매년 200,00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전경, 독특한 지형과 지리 및 동식물, 그리고 넓은 범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위해 찾아온다. 테 마타 정상은 1.3km 산책로부터 5.4km
산책로까지 다양한 걷기용 및 달리기용 산책로가 있다.

앤더슨 공원
(Anderson Park)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잘 되어있으며, 최근에는 혹스베이 모델 엔지니어
클럽에서 해당 공원의 남서부 지역 내에 미니어처 철도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다.

파크 아일랜드
(Park Island)

파크 아일랜드(Park Island)는 네이피어(Napier) 내 가장 큰 스포츠 구역으로
피트니스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네이피어 로버스 풋볼 클럽(Napier Rovers
Football Club)부터 마리스트 크리켓(Marist Cricket)까지 다양한 스포츠 클럽의
활동 구역이기도 하다.

돌벨 보호구역
(Dolbel Reserve)

산책로는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어져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정상에 오르면 동서쪽으로 광활한 전경을 볼 수 있다.
낮은 경사 지역에 이국적인 식물들과 토종나무 및 관목들을 심으며 공원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다. 공원 위쪽의 풀 경사지는 양 목초지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다.

판도라 연못
(Pandora Pond)

판도라 연못(Pandora Pond)은 회색 왜가리, 로얄스푼빌, 얼룩무늬의 장다리물떼새
등 다양한 종류의 물길을 걷는 새들에게 중요한 습지 보호구역이다. 3.8km의
산책로를 따라, 해당 지역의 역사, 동식물 종류 및 서식지 변화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안내판이 있다.

그림55. 테 마타 피크(Te Mata Peak) 전경 사진

(9) 스포츠 사우스랜드(Sport Southland) 자연 처방
⦁운영 목적: 스포츠 사우스랜드는 지역 스포츠 위탁 사업체(Regional Sports Trust) 중 하나이
다. 비영리단체로 모든 사우스랜드 지역민들이 평생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지역사회가 번성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56. 스포츠 사우스랜드(Sport Southland) 홈페이지

⦁활동 목적: 스포츠 사우스랜드는 모든 사람이 매일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자연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65

⦁운영 프로그램 예시:
① 자전거 세션
- 자연 처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사이클링 사우스랜드(Cycling Southland)의 사
이클로핏(Cyclofit)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사이클로핏은 산악자전거, 세발자전거, 실
내자전거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체력과 근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여 점점 강도를 높여간
다. 자전거 활동을 통해 회복한 체력과 근력을 바탕으로 산책 및 수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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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
개 요
독일의 휴양치유지역인 쿠어오르트(Kurort)는 치유지역 인정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쿠어오르트에
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자원을 치료재로 사용해야 하며, 예방과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춘 1인
이상의 휴양지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 시 지역연계를 통해 일반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쿠어오르트에는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쿠어오르트 특징
- 주요 목적: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치료
- 치유자원: 산림, 해양, 토양 등의 자연 치유재와 의료
- 치유내용: 치료(의료), 물리치료, 크나이프식 치료 등
- 치료시설: 의료시설(1인 이상 휴양지 의사 상주)
-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치료 대상과 금기 대상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임상실험을 거쳐 통상적
인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휴양지 의학(Kurortmedizin):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에 대한 질적 보증,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취한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라이프스
타일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 의학적 치료인 약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물리치
료+이완치료+식이요법’ 등의 융복합 프로그램 제공 및 ‘치료재(材), 휴양지 의학의 경험, 정보, 환
경(자연/시설)’을 활용한 치료행위를 통해 그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휴양지 의학은 효율성과 함
께 질적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학의 성격을 지니므로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표준을 개선하는 노력과 치료 효과를 분석하여 신뢰성
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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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맞춤형

일시적, 일회적인 아닌

일정기간/반복적

만성질환
치료와 예방,
생활습관의
개선 필요

치료, 치유 현장만이 아닌

사전-사후의 통합 관리

라이프스타일의
의료적 처치

물리/이완/식이요법이 포함된

융복합적 치료행위

공공의학의 측면에서

경제성과 신뢰성 확보
그림57. 독일 휴양지 의학 추진 배경 및 접근 방식

4.1 자연 처방 담당
: 독일의 자연 처방은 휴양의학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이 거주지 의료인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 휴양지를 방문하여 휴양지 의료인에게 검사와 프로그램을 처방받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
다. 독일은 이미 거주지와 휴양지 의료인의 개입에 공적 또는 사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으므로 자
연 처방에 대한 의료인 개입이 공적인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 휴양의학 프
로세서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진단, 처방이 보험 대상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공적·민간보험사나
평가 기관이 개입하여 의료적 행위의 개입 적절성을 판정한다.
⦁휴양지 의사(Kurarzt/Badearzt): 독일의 자연 처방은 의사 자격을 지닌 의료인 중 별도의 전문 분
야 자격인 ‘휴양지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휴양지 의사 자격은 6년 과정
(유럽공동체의 경우)의 의과대학 수료 후 자격시험을 거쳐 일반의가 된 후 전문의 교육규정에 따
라 60개월에 걸친 전문의 교육 중 ‘광천학 및 의료적 기후학(Baloneologie und Medizinische
Klimatologie)’을 교육받고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휴양치유지구의 광
천학적 치유재료를 처방하고 기후요소를 치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문의 교육규정 제4조
제8항에 따라 연방의 각 지방 의사회에서 주관하는 240시간 동안의 추가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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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연 처방 과정
- 휴양지 의사의 의료행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보험가입자).
①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와 거주지 인근 일반의 또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휴양
치유 신청서를 제출하나, 연결치료(Anschlussbehandlung: AHB)인 경우는 병원의 사회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거주지 의사 또는 주치의가 신청서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검사 및 진단한 후 신청서에 필요 소
견을 기재한다.
③ 소견이 기재된 신청서를 거주지 의사 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제출한다.
④ 보험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다.
⑤ 심사 기준에 따라 휴양치유가 인정되면 이를 보험가입자에 통보하고 보험가입자가 휴양지를
방문하여 휴양지 의사로부터 검사와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을 받는다.
⑥ 휴양지 의사는 진단 결과에 따른 의학 처방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⑦ 처방과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요법을 시행(물리치료사 등의 지원)한다.
⑧ 처방 요법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휴양지 의사가 결과를 측정하고 상담한다.
⑨ 휴양지 의사가 결과를 거주지 의료인에게 전달한다.

그림58. 독일의 휴양의학(의료보험 적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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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연 처방 사례
(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헤링스도르프 치유·치료림
: 독일 16개주 가운데 6번째로 넓은 면적을 지닌 독일 북부 발트해에 면해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는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많
은 섬과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공업이 발전하지 않고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잘 보존되고
있어 쿠어오르트 등의 치유 산업이 발전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남동부 우제돔 내
에 있는 헤링스도르프(Heringsdorf)는 2016년 11월, 유럽 최초로 치유·치료림을 개장하였
으며, 숲의 규모는 187헥타르(462에이커) 수준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쿠어오르
트 내에 있는 산림 공간을 이용목적과 효과에 따라 휴양림, 치유림, 치료림으로 구분하는 제
도 정비를 위해 산림법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구분 인정이 결정된 곳이 헤링
스도르프였다.

그림59.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헤링스도르프 위치

⦁자연환경: 헤링스도르프는 산림 및 해안지대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대기의 결합 및 활성화를 통
해 인체에 유익한 자연적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헤링스도르프 산림 공간은 호흡기질환, 피부 및 근골격계 질환, 번아웃 증후군, 불면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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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과 같은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숲길, 명상 등의 제공을 통해 전반적인 심신안정, 회복, 증진의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치유림의 특성과 일반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들의 재활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치료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주변 숙박시설과 도로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인 또는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헤링스도르프는 해안 숲의 특별한 건강증진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언제나 건강, 복지 및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야외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자연, 관광, 의학, 교
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활동시설: 헤링스도르프의 산림 공간은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운동설치물
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 숲을 찾은 일반인 또는 재활환자들은 숲속 여러 곳에 설치된 기구를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각 운동설치물에는 이용방법의 이미지, 운동시설 소개, 효과, 난이도
등과 함께 근육 형성, 낙상 방지, 조정, 균형 및 집중력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내
판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운동설치물은 주로 호흡기, 피부, 근골격계, 심혈관, 정신질환 환
자에게 특히 권장되는 활동인 신체활동과 명상에 도움을 주는 시설 위주로 설치되었다. 심
장 기능 또는 이동성이 제한되는 환자는 동행자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각
코스의 난이도는 표지판에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60. 이용방법, 효과, 난이도 등 정보를 포함하는 시설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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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신체활동 코스에 설치된 10가지 운동 시설:
① 흔들의자(Motorisches Sitzen):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은 후 균형을 잡는 운동으로, 균형감
각, 배와 등 근육 강화, 골반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고, 근골격질환과 정신질환을 주된 이
용대상으로 하며, 난이도는 쉬움에 해당한다.

그림61. 흔들의자

② 곡선 평균대(Geschwungener Balancierbalken): 양발을 교대로 움직여 설치된 평균대를
걷는 운동이며, 몸을 웅크려 운동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균형감각, 눈, 다리 교정, 신중한
동작 순서, 집중력향상, 자세교정 효과가 있으며, 근골격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주요 대상으
로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그림62. 곡선 평균대

③ 스프링균형보드(Balancierbrett auf Federn): 균형보드 위를 걸으면서 양발을 조심스럽게
걷는 운동이며, 긴장 상태 및 자세교정을 통해 균형감각을 증가시켜 균형감각, 눈, 다리 교
정, 신중한 동작 순서, 팔과 복근단련, 자세교정의 효과가 있으며 근골격질환이나 정신질환
이 주요 대상으로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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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스프링균형보드

④ 100개의 발자국(Einhundert Fußstapfen): 단일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나
무판 표면을 건드리지 않고 발자국을 따라 걷는 운동이며, 기존 동작방식을 벗어나 전신근
육을 활용함으로써 균형감각과 전신 근육 강화 효과가 있고, 근골격질환과 정신질환을 주
요 대상으로 하며 난이도는 쉬움에 해당한다.

그림64. 100개의 발자국

⑤ 통나무 건너뛰기(Baumstamm Hüpfstrecke): 양방향 모두 사용 가능하며, 통나무 사이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건너면서 기존 동작방식을 탈피하여 균형감
각과 발목 및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운동 전후 맥박수 점검을 통해 호흡기질
환과 심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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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통나무 건너뛰기

⑥ 정밀난간 감각지각운동(Sensorikpfad mit Präzisionshandlauf): 가능한 목제고리가 난
간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일반인은 맨발로, 장애인은 휠체어를 활용하여 이
동로를 지나가는 운동으로, 근육 조정력 향상, 눈, 손, 몸통, 어깨, 팔 등 기능 강화의 난간
운동효과와 함께 발바닥 부위 촉각 향상, 혈액 순환 촉진, 동맥순환 촉진 등 감각운동효과
도 기대되므로 근골격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그림66. 정밀난간 감각지각운동

⑦ 바위장애물코스(Findlingsparcours): 가능한 시행착오 없이 바윗길 코스를 통과하는 운동
으로, 균형감각, 발목 및 무릎 강화, 낙상 방지, 평발 개선에 효과가 있어 근골격질환을 주
요 대상으로 하며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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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바위장애물코스

⑧ 등반순환코스(Kletterparcours): 개별 시설 또는 전체 코스를 등반할 수 있으며, 팔과 다
리의 근육 조정 및 강화, 균형감각 개선 효과가 있어 근골격질환과 심혈관질환이 주요 대상
이며 난이도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그림68. 등반순환코스

⑨ 4배수 철봉(Vierfach Turnreck): 각 철봉의 높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점차 높은 철봉에 매달리거나 회전운동을 하는 설치물로 전반적 체력향상의 효과가 있어,
근골격질환과 심혈관질환이 주요 대상이며 난이도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그림69. 4배수 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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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빛과 그림자를 통한 명상요법(Meditative Bewegungstherapie im Licht- und
Schattenspiel): 적절한 자세(앉기, 눕기)를 취하고 정(靜)적인 상태에서 근육의 긴장 및 이
완의 반복, 호흡훈련, 자연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 활동(빛, 나무의 움직임, 소리 등)을 함으
로써, 감각지각기능 훈련과 맥박의 휴식상태 수준의 이완 효과가 있어 호흡기질환과 정신
질환이 주요 대상이며 난이도는 쉬움에 해당한다.

그림70. 빛과 그림자를 통한 명상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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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 – https://sustainablehealthcare.org.uk/
6. 네이처포헬스(Nature4health) - https://www.nature4health.org.uk/
7.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Bromley by Bow Centre) - https://www.bbbc.org.uk/
8. Polley, M. et al.(2017). Review of evidence assessing impact of social prescribing
on healthcare demand and cost implications. Report.

⋅미국
1. 골든게이트 협회(Institute at the golden gate) – https://instituteatgoldengate.org/
2. 미국 자연 처방 기관(Park Rx America) - https://parkrxamerica.org/
3. 뉴멕시코 주 산책로 처방전(Prescription Trails) - https://www.prescriptiontrails.org/
4. 워싱턴 주 자연 처방전(Parkscription)
- https://www.recreationnorthwest.org/parkscriptions/
5. 피츠버그 시 자연 처방전(PARKS RX) - https://www.pittsburghparks.org/rx/
6. 필라델피아 시 자연 처방전(Nature PHL) - https://naturephl.org/

⋅뉴질랜드
1.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https://www.health.govt.nz/
2. 사이언스 디렉트(Science direct) - https://www.sciencedirect.com/
3.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Christchurch City Council) - https://www.ccc.govt.nz/
4. 스포츠 캔터베리(Sport Canterbury) - https://www.sportcanterbury.org.nz/
5. 스포츠 왕가누이(Sport Whanganui) - https://sportwhanganui.co.nz/
6. 파키라팜스테이(Pakira Farm stay) - https://www.pakirafarmstayandwalks.co.nz/
7. 스포츠 베이오브플렌티(Sport Bay of Plenty) - https://www.sportbop.co.nz/
8. 하버 스포츠(Harbour Sport) - https://harboursport.co.nz/
9. 스포츠 웰링턴(Sport Wellington) - https://www.healthnavigator.org.nz/
10. 스포츠 혹스베이(Sport Hawke’s Bay) - https://www.sporty.co.nz/
11. 스포츠 사우스랜드(Sport Southland) - https://www.sportsouthland.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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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미국 주별 자연 처방전 리스트
주(State)

프로그램 명칭

웹사이트

Park Rx America

https://parkrxamerica.org/

Walk with a Doc

http://walkwithadoc.org/

미국 전역

알라바마 주

Birmingham Parks Rx

http://www.reachforbetterhealth.c
om/parksrx/

알래스카 주

Sitka Walks

https://www.nps.gov/sitk/getinvolv
ed/park-prescription-program.htm

Beyond Tucson

https://www.beyond-tucson.org/
park-rx/

ParkRx Arizona- Maricopa County

https://maricopacounty.github.io/
park-rx-arizona/

Barton Health/USFS Lake Tahoe Basin
Management Unit

https://www.bartonhealth.org/tah
oe/home.aspx

Bayview ParkRx

http://bayviewmagic.org/commun
ity-education-2/bayview-park-rx/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David Brower, Ronald Dellums Institute
for Sustainable Policy Studies

http://ecomerritt.org/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ParkRx
Programs

https://www.ebparks.org/activitie
s/hphp/shine.htm

Forest Bathing Walks-Stewards of the
Coast and Redwoods

https://www.stewardscr.org/

Fresno ParkRx

Greater Vallejo Recre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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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pl.org/blog/fresnoparkscore-2017#sm.00036wkpj12
wtcvfw6r1oniwqavwa
http://gvrd.org/

Lazarus House -State Park Ambassador
Program

https://annualreport.parksconserv
ancy.org/

Marin City Park Rx

https://www.marincityclinic.org/

주(State)

프로그램 명칭
Marin Community Clinics: Meet MCC in
the Park

웹사이트
http://www.marinclinic.org/

Mariposa County SNAP-Ed Program

http://www.mariposacounty.org/i
ndex.aspx?NID=1763

Napa County ParkRx

http://www.livehealthynapacounty
.org/parks-rx.html

Ohlone Herbal Center

https://www.berkeleyherbalcenter
.org/

Solano County PARx

http://www.vibesolano.com/

Sonoma County ParkRx for Health

http://parkrx-sonomacounty.org/

San F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outheast Health Center

https://www.sfdph.org/dph/comu
pg/oservices/medSvs/hlthCtrs/SE
HlthCtr/SEHlthCtrAboutUs.asp

San Mateo County Health Park Rx
Program

https://www.smchealth.org/smcpark-rx

San Rafael Community Services

http://www.livelifelocally.org/

Santa Barbara Healthy People Healthy
Trails

http://healthypeoplehealthytrails.o
rg/

Santa Clara County Let’s All Go To The
Park

https://spark.adobe.com/page/QB
HMd68OAVBt7/

SF Rec & Park Healthy Parks Healthy
People Nature Walks

https://sfrecpark.org/1244/Health
y-Parks-Healthy-People

SF VA W.A.R.I.O.R.

http://www.sanfrancisco.va.gov/S
ANFRANCISCO/features/SFVAHC
S_VA_W_A_R_I_O_R_Program.asp

Saint John's Providence Health Center
Nurture in Nature

https://www.providence.org/locati
ons/saint-johns-health-center/chil
d-and-family-developmen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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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콜로라도 주

프로그램 명칭

웹사이트

Stay Healthy in Nature Everyday (SHINE)

https://www.ebparks.org/activitie
s/hphp/shine.htm

Dept. of Adventure Education, Fort
Lewis College

https://www.fortlewis.edu/acade
mics/schools-departments/depart
ments/adventure-education-depar
tment/adventure-education-home

Mestizo-Curtis ParkRX

https://groundworkcolorado.org/m
estizo-curtis-park-prescription-pa
rkrx/

National Park Service: Rivers, Trails, and
Conservation Assistance program

https://www.nps.gov/orgs/rtca/in
dex.htm

Promotores Verdes

https://www.afcanatura.org/prom
otores-verdes

Rx for Health

https://www.cityofwestminster.us
/ParksRecreation/ProgramsClasse
s/FitnessWellness/HealthyLivingP
rograms

San Luis Valley Health

https://www.sanluisvalleyhealth.org/

코네티컷 주

Fair Haven Community Health Care

DC

Rock Creek ParkRx
Palm Beach County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https://www.fhchc.org/
http://nps.gov/rocr
http://www.pbcparks.com

플로리다 주
Rx4health Miami-Dade County: Fit2Play

http://www.miamidade.gov/parks
/activities-after-school.asp

Health Assessment and Promotion

https://www.dekalbhealth.net/par
krx/

Live Healthy Gwinnett

http://www.livehealthygwinnett.c
om/

Kaniksu Land Trust ParkRx

https://kaniksulandtrust.org/com
munity-access/

조지아 주

아이다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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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프로그램 명칭

웹사이트

일리노이 주

Nature, Culture, and Human
Health/Horton Research Group

https://www.chicagobotanic.org/n
ch2/2016

인디애나 주

Indiana Dunes National Lakeshore Park
Prescription Program

https://www.nps.gov/indu/planyo
urvisit/parkrx.htm

Docs in the Park

https://www.recreater.com/323/
Docs-in-the-Park

Docs in the Park-Baltimore City

https://bcrp.baltimorecity.gov/spe
cial-programs/docs

Healthy Parks Healthy People (Western
Maryland and Caroline Counties)

http://dnr.maryland.gov/publicland
s/Pages/HealthyParks.aspx

Montgomery Park Prescriptions

http://www.montgomeryparks.org
/about/park_prescription.shtm

Cape Cod Park Prescription

http://www.montgomeryparks.org
/about/park_prescription.shtm

Nature Treatment

http://www.naturetreatment.org/

Outdoors Rx

http://www.outdoors.org/publicati
ons/outdoors/2013/fieldnotes/out
doors-rx.cfm

Healthy Detroit's Health Park Initiative

http://www.healthydetroit.org/hea
lthparks/

Michigan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https://www.mparks.org/page/Pa
rkRx?&hhsearchterms=%22park+a
nd+rx%22

Hike to Health

https://www.nps.gov/voya/planyo
urvisit/hike-to-health.htm

PowerUp in the Parks Rx

http://www.powerup4kids.org/parks

매릴랜드 주

매사추세츠 주

미시간 주

미네소타 주

Gallatin Valley Trails Rx

http://gvlt.org/trails/trails-rx/

몬타나 주
Livingston TrailsRx

http://www.livingstontrailsr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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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뉴저지 주

뉴멕시코 주

뉴욕 주

프로그램 명칭

웹사이트

Montana Trails Rx

https://www.bikewalkmontana.or
g/our-response/education-encour
agement/other-programs/

Pinelands Adventures

http://www.pinelandsadventures.org/

City of Rio Rancho Prescription Trails

https://rrnm.gov/1915/Prescriptio
n-Trails

Park Prescription Program at Pecos
National Historical Park

https://www.nps.gov/peco/getinv
olved/park-prescriptions.htm

Prescription Trails New Mexico

http://www.prescriptiontrails.org/

Nature Rx at Cornell

https://naturerx.cornell.edu/default

Kids in Parks - Track Rx

노스
캐롤라이나 주

http://www.kidsinparks.com/

New Hanover County Park Rx

https://parks.nhcgov.com/park-pr
escriptions/

New Hanover County Parks & Gardens Wellness Walks

http://parks.nhcgov.com/progra
ms/

Rise and Run Morrisville

http://www.townofmorrisville.org/

Columbus Trails2Health

http://www.columbustrails2health
.com/

Cuyahoga Valley National Park - Nature
Can Heal

https://www.conservancyforcvnp.
org/naturecanheal

Portage County ParkRx

https://www.co.portage.oh.us/por
tage-park-district/park-rx

Walk with a Doc-Hamilton County

https://www.greatparks.org/calend
ar/special-events/walk-with-a-doc

Discover the Outdoors/Nature Chasers

http://www.bendparksandrec.org/

Oregon Health and Outdoors Initiative

http://willamettepartnership.org/h
ealth-and-outdoors/oregon/

오하이오 주

오레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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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펜실베니아 주

프로그램 명칭

웹사이트

Centre County Prescription PARx

https://www.centredoutdoors.org
/prescription-parx

Get your Tail on the Trail
NaturePHL

로드
아일랜드 주

https://tailonthetrail.org/
https://naturephl.org/about

Pittsburgh Parks Prescription

http://www.pittsburghparks.org/rx

South County Healthy Bodies, Healthy
Minds Park Rx

https://bodiesminds.org/programs
/park-rx/

Move IT

http://ccprc.com/

Tidelands Health

https://www.tidelandshealth.org/
newsroom/2020/tidelands-health
-to-offer-walking-prescriptions-a
t-brookgreen-ga/?fbclid=IwAR1Lq
uOeHppPX4jKQ9s5sFpR5pPJ4pon
EP2FGDeRz38QofNNGo2XArIvRF0

사우스
다코타 주

South Dakota ParkRx Project

http://healthysd.gov/park-rx-pres
cribe-a-day-in-the-park/

테네시 주

Healthy Park Healthy Person

http://healthyparkstn.com/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Lone Star Family Health Center Nature
Explore Classroom

https://www.lonestarfamily.org/ab
out-2/nature-explore-classroom/

Texoma Health Foundation ParkRx

https://www.texmed.org/Templat
e.aspx?id=50457

University of Utah Wellness and
Integrative Health

https://healthcare.utah.edu/welln
ess/

Burlington Park Rx

https://enjoyburlington.com/parks
-rx-program/

Park Prescription Program

http://fpr.vermont.gov/node/1264

ParkRx - Rutland County

http://www.rutlandrec.com/parkrx

텍사스 주

유타 주

버몬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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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프로그램 명칭

버지니아 주

Campus Park Rx and GWA Park Rx
Appleton Prescription Trails

웹사이트
http://www.gwaparkrx.com/
https://appletonparkandrec.org/

위스콘신 주
PowerUp in the Parks Rx

https://www.powerup4kids.org/parks

Parkscriptions

https://www.recreationnorthwest.
org/active/parkscriptions/

워싱턴 주
Spokane Parks and Recreation Outdoor
Adventure Camps/Outdoo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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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kanepar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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