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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Forest Healing

» Invitation
이 조용한 겨울날에 안녕들 하신지요? BK 산림치유특화 전문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구창덕입니다. 눈 덮인 겨울 산을 보는 것은 빛나고 깨끗하고 상쾌하면서도 두려움을
주기에 산림치유효과로서 특유한 것 같습니다.

» Program at a Glance
Time

Contents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0:30 Opening Remarks

Chang-Duck Koo [The leader of BK21+ Agency]

산림치유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보면 ‘산림치유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산림치유학은 여러
가지 자연요소와 치유방법을 융복합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증거에
기반한 산림치유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학제적 산림치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Welcome address
Byoung-Ho Noh [Dean, Graduate School]

Congratulatory message
Won-Sop Shin [The Minister of Korea Forest Service]

10:30 ~ 11:10 Prof. Uehara Iwao [Japan, Tokyo University]
» Title : What is Forest Therapy : The possibility in Korea

11:10 ~ 11:50 Prof. Qing Li [Japan, Nippon Medical School]
» Title : Forest Medicine : Effects of forest environments on human
health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6명의 전문가 분들: 즉, 산림치유학문의

11:50 ~ 13:00 Lunch [Cafeteria]

뜻을 세우신 Uehara Iwao교수님, 산림의학을 집대성 하신 Qing Li 교수님,

13:00 ~ 13:40 Dr. Jae-Jun Kim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연구를 통섭 하신 김재준 박사님, 트리클라이밍으로 건강재활을
추구하신 John Gathright 교수님, 자연경관에 기초한 재활치료를 마련하신 스웨덴의

Patrik Grahn 교수님, 주의회복이론과 스트레스를 설파하신 William Sullivan

» Title : Research of Forest Healing in Korea

13:40 ~ 14:20 Prof. John Gathrignt [Japan, Chubu University]
» Title : TREEHAB - An Amazing Partnership with Trees!

교수님께서 다학제적으로 그리고 생태통합적으로 산림치유를 논하는 의미있는

14:20 ~ 14:30 Coffee Break

자리입니다.

14:30 ~ 15:10 Prof. Patrik Grahn [Sweden, Swedish University]

산림치유 실무자와 연구자, 정책행정 관계자와 대학원생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에
조화를 이루도록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Title : Experiences from Sweden, regarding patient groups, how
interventions should be designed, effects on people and
qualities needed in Nature

15:10 ~ 15:50 Prof. William Sullivan [USA, University of Illinois]
» Title : Landscapes, Attention, and Stress

감사합니다.

15:50 ~ 16:00 Coffee Break
16:00 ~ 16:50 Discussion [Question and answer]
BK21플러스 산림치유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치유학과장

16:50 ~ 17:00 Clo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