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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고 2009

년 이후 2016년까지 2015년(23개국 중 19위)을 제외하면 매년 최하위로 기록하

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여가시간을 이용한 신체활동이 매우 필

요하므로 그러한 신체활동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도시공원의 청소년 활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주 방문가능하며 

다양한 활동이 용이한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므로 조경분야에서 청

소년 스트레스 완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기존연구의 대상지인 숲으로 대표되

는 자연환경이나 체육시설 및 오픈스페이스가 아닌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확실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심리실험뿐만 아니라, 특히 기존 연구에서 실험 

여건, 피험자구성의 어려움, 절차상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으로 많

은 연구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생리실험도 진행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서울 강남권 거주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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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도시공원 체험활동을 강남권 청소년에게 적용함으로써 스트레스 완화 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 및 생리적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검증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

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동향분석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연구의 중

요성을 인지해서 연구방향 및 목적을 설정하였다.

둘째, 구체적으로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 연구 및 방법

을 검토한 후 이번 실험 대상지인 서울숲공원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연구방법과 

측정지표들을 선별하였다.

셋째, 이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험 설계를 고안하였다.

넷째, 실험설계대로 예비실험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측정된 실험데이터

를 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 및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실험결과를 통계관련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분석하였고 분

석된 내용의 평가 및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에게 심

리 및 생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4년 3월

초에 강남권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숲공원에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실험설계를 고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해 10월초에 강남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청소년 25명

을 대상으로 서울숲공원 Park 1에서 실험을 진행한다. 공원 체험활동 전에 생

리측정인 코티솔, 심박수, 심박변이도와 심리검사인 자아존중감, 상태불안감, 기

분상태검사를 실시한 후, 공원 탐방체험 및 선호장소 신체활동을 1시간동안 진

행하고 그 후에 체험 전에 실시했던 같은 생리 및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생리실험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심리실험 데이터는 전문가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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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분석한 후 결과 고찰을 통해 본 

연구 목적에 맞는 결론을 도출한다.

실험설계대로 진행한 실험 중 생리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타액 중 코티솔의 농도에 대해 살펴보면 공원 체험활동 전

에 0.35 µg/dl에서 체험활동 후에 0.28 µg/dl로 유의하게 낮아졌는데(p=0.024),

이는 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 수치

를 낮춰줘서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심장박동수를 살펴보면 공원 체험활동 전에 81.85회/분에서 

체험활동 후에 75.18회/분로 유의하게 낮아졌는데(p=0.024), 이는 신체의 긴장

을 낮춰주고 몸과 마음이 안정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심박변이도 측정실험을 통해 HF성분을 살펴보면 공원 체험활동 

전에 521.64(msec2)에서 후에 767.97(msec2)로 유의하게 높아졌는데(p=0.039), 이는 

안정될 때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넷째, LF/HF성분에서도 공원 체험활동 전에 1.81에서 체험활동 후에 1.21로 

유의하게 낮아졌는데(p=0.002), 이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

동이 억제됨과 동시에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설계대로 진행한 실험 중 심리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69.22에서 공원 체험활동 

후에 74.96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는데(p=0.032), 이는 피험자의 자신감과 자긍심

을 회복시켜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상태불안감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44.13점에서 공원 체험활

동 후에 38.5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p=0.013), 이는 피험자의 불안상태

를 감소시키고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기분상태검사(POMS)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공원 체험활

동 후에 긴장-불안(T-A)은 6.04에서 2.83으로(p=0.013), 우울(D)은 4.83에서 1.96

으로(p=0.003), 피로(F)는 6.91에서 4.35로(p=0.009), 종합정서장애(TM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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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에서 3.57로(p=0.004) 유의하게 낮아졌고, 분노(A-H)는 3.39에서 0.04로, 혼

란(C)은 6.96에서 5.48로 낮아졌으며 활기(V)는 11.26에서 13.09로 높아졌는데,

이는 공원 체험활동이 심리상태를 안정시켜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인 타액 중 코티솔의 농도

(Salivary Cortisol)와 심박수(H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코티솔 농도와 심박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강남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

여주었다. 특히 체험 전 높은 코티솔 농도와 심박수를 통해 ‘강남권 청소년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가정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둘째, 공원 체험활동이 심박변이도(HRV)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

여 전보다 참여 후 안정될 때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고, 스트

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동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해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생리적으로 안정시켜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 비해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숲 체험, 자연경관 

감상, 운동 등의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이 공원을 통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SEI)과 상태불안감(STAI-X1)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아존중

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상태불안감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불안감을 안정화시켜주고 긍정적인 영향

을 주어 자신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기분상태검사(POMS)를 분석한 결과,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긴장-불안, 우울, 피로, 혼란, 활기, 분노, 종합정서장애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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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으며 특히 스트레스를 평가에 적합한 하위요소인 긴장-불안, 우울, 피

로, 종합정서장애에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원 체험

활동이 상태불안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긴장과 불안한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회복되어 전체

적으로 기분상태를 개선시켜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25명(실험결과반영 참가자 23명)을 대상으로 공원 

체험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지역적, 표본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검사장비 및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더 많은 피험자가 참여하는 실험을 제안

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집단을 선정하지 않고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므로 추가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설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

공원과 숲과 체육시설 공간 등 다른 유형의 대상지나 다른 공원을 대상으로 체

험활동을 통한 비교 검증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험활동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비

교 검증 등의 후속 연구 및 보다 효과적인 공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추후에는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숲공

원 등 도시공원에 인접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번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 공원프로그

램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효과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체험활동에 따른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등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스트레스, 도시공원, 신체활동, 심리실험, 생리실험

학  번 : 2007-3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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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2013 survey results(per 100,000 people)
1 Korea* 28.7
2 Japan* 18.7
3 Slovenia 18.6
4 Hungary* 18.0
5 Belgium 17.4
6 Estonia 16.6
7 Finland 15.8
8 France 15.8
9 Poland 15.3
10 Czech 14.2
11 Sweden 12.3
12 OECD average* 12.0
13 Switzerland 12.0
14 Denmark 11.3
15 Germany 10.8
16 Norway 10.8

[Data : OECD Health Statistics]

<Table 1-1> 2014 OECD Suicide Rate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6년 10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사회지표

(Society at a Glance 2016)1)’에 따르면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2))

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138개국 가

운데 한국은 물가나 저축률, 재정수지, 국가신용도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 3위를,

시장규모에서 13위를 기록할 정도

로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높은 수

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높은 경

제적 성과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2016년 OECD 사회지

표3)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청년 니트

(NEET)족4) 비율이 선진국보다 더 

높아졌으며, 여전히 자살률과 빈곤

율은 최고를, 출산율은 최저를 기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로 인하여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

1)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 10.

2)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World

Economic Forum, 2016

3)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 10.

4) NEET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이
다.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無業者)라고도 한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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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보다 훨씬 낮으며(5.8점), 이는 성장의 질에서는 선진국 수준과 거리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Table 1-1>을 보면 한국의 2014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8.7명)은 

OECD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2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4년 

OECD 국가에서 15만 여명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일본(18.7), 슬로베니아(18.6),

헝가리(18)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한국은 이보다도 평균 10명이 넘는 28.7명 수

준이다. 또한 OECD국가의 음주량을 살펴보면 2000년~2015년간 음주량(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9.5리터에서 8.9리터로 

감소했는데 한국은 2000년 8.9리터에서 2015년 9.0리터로 증가했다. 사회관계망

에서도 어려울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비율은 OECD 평균이 85%인데 한

국은 72%에, 타인에 대한 신뢰율은 OECD 평균은 36%인데 한국은 26.6%에 

그쳤다.

OECD ‘2016년 한국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 사회적 연계성,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환경의 질 등이 하위권에 있으며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의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5)’에서도 한국

인의 삶의 만족도(5.8점/10점)는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 58위, OECD회원국 35

개 중에는 29위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청소년 5

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고, 전체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

을 경험한 자살 충동 위험집단에 속하고 있다.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비교 연구6)'보고서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OECD 평균

(100점)과 비교해 점수화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한국이 82점으로 조사

대상 OECD 회원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5)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2016. 3.

6) 염유식 등,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료사회학팀),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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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첫 조사 이후 2015년(23개국 중 19위)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Rank Subjective
Happiness

Friend & 
Family 

relationship

Material
Happiness

Health & 
Security Education Behavior & 

Life style

1 Spain 118 Italy 121 Finland 120 Sweden 115 Poland 121 Korea 130

2 Switzerland113Netherlands117 Denmark 114 Finland 113Netherlands119Netherlands111

3 Austria 113 Norway 111 Korea 112 Korea 113 Korea 114 Ireland 111

4 Denmark 109Switzerland109 Germany 110 Iceland 111 Belgium 109 Denmark 105

5 Netherlands109 Portugal 109 Sweden 108 Japan 109 Germany 108Switzerland105

6 Ireland 108 Denmark 107 Austria 107 Norway 107 Czech 108 Portugal 104

7 Sweden 107 Ireland 105 Czech 107Netherlands106 Ireland 104 Canada 102

8 Norway 106 Korea 105Netherlands102 Ireland 106 Canada 104 Germany 100

9 Italy 105 Spain 101 Italy 99 Germany 104 Norway 103 Austria 100

10 Greece 105 Sweden 101 Poland 99 France 104 Finland 102 Belgium 98

11 Germany 104 Iceland 100 Spain 97 Czech 103 Portugal 102 Poland 97

12 Iceland 99 Germany 99 Hungary 96 Switzerland103 Denmark 101 Spain 97

13 Finland 96 Finland 98 France 96 Denmark 102 Australia 101 Britain 97

14 Britain 96 Hungary 97 Belgium 95 Britain 101 Iceland 98 Finland 96

15 France 94 Belgium 97 Britain 94 Spain 99 Sweden 97 France 93

16 Portugal 94 Austria 94 Portugal 93 Canada 99 Hungary 97 Italy 91

17 Poland 92 Greece 93 Australia 93 Italy 98 Newzealand 97 Czech 88

18 Hungary 89 France 92 Ireland 91 Australia 98 Switzerland 96 Greece 88

19 Belgium 89 Poland 92 Greece 85 Greece 98 France 95 Hungary 87

20 Canada 88 Britain 87 USA 81 Belgium 97 USA 94 - -

21 Czech 85 Canada 84 - - Poland 95 Spain 91 - -

22 Korea 82 Czech 81 - - Hungary 92 Greece 88 - -

23 - - - - - - Portugal 87 Austria 85 - -

24 - - - - - - Newzealand 83 Britain 84 - -

25 - - - - - - Austria 80 Italy 81 - -

26 - - - - - - USA 76 - - - -

* The numbers in brackets refer to standard scores based on average 100 and standard 
deviations 10 points.

* Nations without points are excluded from the rank of available data.
(Data : Bangjeonghwan Foundation,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Table 1-2>  A Comparison of the Index of 2016 Happy Index for Communities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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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청소년은 신체적인 건강 행동 여부와 흡

연·음주·마약·성관계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안전한 정도를 평가한 ‘행동과 생활

양식'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물질적 행복(3위), 보

건과 안전(3위), 교육(3위), 가족과 친구 관계(8위)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외형적이거나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내면적인 삶의 

질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7)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인 부분은 커지고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긍정적인 부분은 줄어들며, 특히 청소년 대부분

(52.8%)이 음악, 운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낮은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서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 중에 하나로 청

소년 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가 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거

나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면서 삶의 만족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여

가 활동 부재, 신체 활동 부족, 가족과의 시간 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 청소년에게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 최근 발표된 ‘2016 청소년 통계8)’에 따르면 초중고생 10명 중 7명

(68.8%)이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10명 중 

8명(80.7%)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규 교육과정 수업 외에

도 방과 후 수업,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스케줄이 대부분이라 한국 청소년에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4. 7.2

8)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 통계,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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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여가시간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설령 여가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친

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다시 학원으로 가야하거나 스마트폰이나 PC방 등을 이용

해서 여가시간 대부분을 게임이나 인터넷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면 충동적인 성향이 커져 개인의 성격에 영향주거나 학교생

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박완석과 김창석, 2012).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

독은 계속 증가추세이며 이를 막기 위해 예방, 극복, 다른 자극으로 전환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김동환 외, 2014).

두 번째 한국 청소년들은 신체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4 청소년 

통계9)’를 보면 50%이상의 학생들이 TV 및 DVD 시청으로 휴일을 보내고, 하

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며, 10명 중 9명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채팅,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운동실태 연구에서 38.3%의 중학생, 44.6%의 고등학생이 ‘시간이 없다’는 이

유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희, 2007). 또한 하

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면 중학생은 15.4%, 고등학생은 

9.9%로 매우 저조한 실천율을 보였으며,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은 중학생은 42.8%, 고등학생은 29.3%로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에 집중하는 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놀이터와 같은 시설에는 주로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하며, 공원에서도 부모와 함께 온 유아나 아동 또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

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 특히 입시

와 시험의 압박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와 집, 학원위주의 동선일 수

밖에 없으며, 여가시간이 생겨도 도시공원이나 시설 등에서 적극적인 신체활동

9)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통계, 2014. 7. 10

10)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2013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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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ctivity)을 하는 경우보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개인이나 소수가 

이용하기 편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소극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청소년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 번째, 주말에도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교육 받는 시간으로 할애

하고 있다 보니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11)에 따르면 초등학생(만 10세 이상)의 하루 평

균 학습시간은 5시간 24분으로 4시간 30분인 대학생보다 한 시간 가량 많았다.

반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주 적다. 2016년에 발표한 'OECD 아동복지

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회원국 중 20개국의 평균인 150분의 1/3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가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과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 시간으로 할애되기 때문에 더욱 가족과의 시간은 더 줄어들

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체활동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부족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등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근본

적으로는 청소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인식이나 노력이 부족하며, 이밖에

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신체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부족, 청소년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강요당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한국 청

소년에게는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려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

11) 보건복지부, 2013년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 2014. 11. 4

12) 이주연,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
럼 2016년 5월호 (통권 제235호) 91p ~ 106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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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에 청

소년기에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 매우 중요하다. 여가를 보내면서 하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은 스트레스를 경감

시키는데 기여하고 웰빙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Moksnes, 2011). 이런 청소년

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중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과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공원이나 운동장, 체육시설 등에서의 신체활

동13)을 꼽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 골격근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움직임으로 일정한 수준의 신체활동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하다.14) 청소년기에 꾸준한 신체활동은 긍정적인 신체적 자기개념을 형

성하게 하며, 자살, 우울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키고(문영희, 2007; 오영

아, 2011),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혈압, 중성지방, 인슐

린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혜 등, 2010).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 방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은 주로 학교 등의 교육 분야, 청소년의 건강 

관련 보건 분야, 인체 관련 의학 분야, 신체활동 관련 생활체육 및 스포츠분야,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심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건강을 위한 숲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숲 치유 

등을 통한 산림자원이나 환경 관련 분야에서도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해 적극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가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실을 

13)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골격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동반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움직임”을 뜻한다(Caspersen et al., 1985).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hysical activity guide for

Korean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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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gnificance of Research

감안한다면 도시공원

은 청소년들에게 물리

적 접근성이 높은 대

상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대

상으로 청소년의 체험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문헌고찰 결과 꾸준한 신체활동이 자율신경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로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고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자

료 분석이 많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활동 시간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박민선 등 2015). 또한 심박변이도 등의 생리적인 연구가 의학, 간

호학, 한의학 등 건강 및 보건 분야, 생활체육 및 스포츠 분야, 최근 들어 산림 

및 생태분야에서도 숲 치유 등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경 분

야에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도 주로 대학생이상의 성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

고 스트레스 완화 방안의 하나로 도시공원에서의 신체활동을 심리적으로, 특히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등 생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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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가정한 

서울 강남권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째,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 완

화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둘째, 도시공원 체험활동을 청소년에게 적용함으로써 스트레스 완화 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 및 생리적으로 검증하여,

셋째,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활성화방안 및 도시공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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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은 현재 여러 가지 원인의 스

트레스로 인해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이러

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도시공원에서

의 체험활동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

시공원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되는지를 검증하고

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청소년의 

여가활동, 도시공원 체험활동, 스트레스 완화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생

리 및 심리실험 측정지표, 표본크기 선정지표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1. 선행 연구 고찰

2.1.1. 청소년의 여가활동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15)는 2012년 주 5일 수업제 전

면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와 연결점을 가진다(하정화,

2015). 주5일제와 자유학기제를 통해 확보된 시간인 청소년 여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Neulinger(1981)는 여가란 특정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여가가 될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지각된 자유감을 여가본질의 핵심개념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여가는 

휴식과 자기정체성을 찾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문화 창조, 인

간성 회복, 사회윤리 확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노용구, 2002). 뿐만 아니라 청소

년에게 있어 여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능동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고, 규칙, 공정성의 존중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원만한 교류를 위

15)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꿈과 끼를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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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성과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지도력을 배울 수 있는 요한 계기가 된다(이

상우, 2009). 또한 여가활동은 예방 또는 대처의 차원에서 개인의 신체·사회·정

서·인지적 건강에도 기여한다(Caldwell, 2005).

이런 점에서 청소년 여가는 공교육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Lee

and Cho(2014)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학업에의 중요성에 따라, 학

교에서 보내는 시간 중 구조화된 중고강도의 신체활동16)에 유일하게 임할 수 

있는 체육수업시간이 현재 수학과 영어와 같은 더 중요한 과목의 자기 학습으

로 대체되고 있는 일반화된 현실을 지적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오정학 등

(2012)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개인 내적, 외적 차원의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청소년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 각성을 촉구하고, 청소년 여가의 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정착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들이 살펴보면, 청소년의 

여가체험활동은 그들의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이를 통하여 심리

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Moksnes, Inger, Moljord, & Byrne,

2010). Sacker and Cable(2006)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신체적 여가

활동이 성인이 된 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ke et al(2006)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신체활

동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비신체적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감은 감소

하고 낙인성향과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송영민과 이영진(2011)은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스트

레스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여가시간을 통

해 해소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고 주장하였고, 차동혁과 옥선화(2014)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16) 중강도 신체활동(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에는 걷기, 자

전거 타기, 하이킹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METs 3-6)등이, 고강도 신체활동에

는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줄넘기, 축구, 농구, 태권도, 수영, 테니

스(METs ≥6)등이 포함된다(Ainsworth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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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김예성(2011)은 여가활동을 수동적인 여가활동과 능동적인 여가활동으로 분

류하여 청소년들의 개인특성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수동적 여가활동의 

일환인 인터넷 사용의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반면, 스포츠 활동과 

봉사활동과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자존감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

었다. 정은주(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여가관련 시간 중 텔레비전 및 비

디오시청 시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제시하며, 수동적인 여가시간

보다 능동적인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여가시간의 능동적인 활용 방안 중에서 엄문설 등(2015)은 단순히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것인 청

소년기의 여가활동 증진의 일환으로 청소년 숲체험의 중요성과 효과를 검증하

고, 숲체험을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삶

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시켜준다는 수

많은 연구결과가 선행되었으며, 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여

가활동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도시공원에서의 체험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2.1.2. 도시공원 체험활동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 중, 공원 또는 집이나 학교 근처 등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원에의 접근성 

또는 공원의 물리적 환경, 공원의 활동 프로그램 등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내 신체 활동에서 사회인구학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미국 LA에

서 수행된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Deborah A. C. et al., 2007). LA시에 있는 

8개 도시공원 이용을 성별, 인종, 나이, 공원이용자의 활동정도를 수치화한 연구

로서, 하루에 네 번씩, 일주일동안 직접 방문하여 관찰조사 및 713명의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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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와 605명의 근린 거주민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포

함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2/3가 신체적 활동보다는 앉아 있는 경우가 많

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공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신체 활동적인 측면에서 공원

을 이용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정도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개인의 공원이용과 운동수준은 거주지와 공원의 근접성이 관련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도시공원일수록 더 자주이용하고 더 높은 운동수준을 나타

내었다.

공원 내 신체활동은 비만과 같은 최근의 청소년에게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

로 대두되는 질병의 예방 및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uke R. P.

et al.(2008)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108명의 아이들을 2-9세와 10-17세, 두 그

룹으로 나누어 질병관리센터 및 부모의 지원으로 조사 대상자 상세한 건강상태

를 파악하고 이를 GIS를 이용한 집근처 공원의 근접성 여부와의 관련성을 연구

하였다. 그 결과 공원의 근접성과 비만여부 등의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은 유의성

이 낮게 분석되었으며, 오히려 공원 자체의 공간의 이용보다 그 공원 내의 특정

한 공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률이 떨어지고 더욱 건강한 신체를 만드

는데 기여한다고 조사되고 있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건강설문조사정보(2007 California

Health Interveiw Survey, CHIS) 및 캘리포니아 가구의 인구기반 조사결과

(2012~2013, 2015)를 토대로 공원기반(park-based) 신체적 활동을 분석한 결과,

71% 청소년이 마지막 공원 방문시 신체적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항분포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 여성 및 비교적 나이 많은 청소년은 신

체적 활동이 적었으며,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안전한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 방문시 좀 더 신체적 활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원기반 신

체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공원 이용가능성과 공원 안전에 대

한 인식도로 드러났다(Susan H. B. et al., 2015).

완화-왕성 물리적 활동(MVPA)에 관한 연구로는 호주 멜버른의 163명 8-9

세, 334명 13-15세의 대상자에게 가속도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방과 후와 주

말에 완화-왕성 물리적 활동(MVPA)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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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Anna T. et al., 2008).

공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시설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의 연구 사례로는 미국 

샌디에고 내 레크레이션 센터의 신체활동 증진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Jamie

S. M. et al., 2004). 주로 3~17세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레크레이션 센

터 44개소에서 37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주로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레크레이션 센터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건강을 증

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공원 및 레크레이션 센터 내에

서의 신체활동 분석결과는 공원 또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접근성뿐만 아니

라,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활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서 적극적인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

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주로 국외연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연구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시공원을 대상지로,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1.3. 스트레스 완화효과

최근 들어 숲 체험을 통한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조영민 등(2011)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2박3일의 숲 체험프

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우울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주연 등(2013)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정신건

강회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산림치유활동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

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아동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효과적인 치유활

동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인자(2013)는 저소득층인 지역아 동센

터 아동을 대상으로 산림 경험은 분노 감소와 공격성 감소를 보였으며, 손지원 

등(2013)은 아동의 숲에 대한 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숲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공격성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권영림(2013)은 숲체험 활동이 초등학생의 심리·사회적 능력, 도덕적 능력,



- 15 -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김선아 등(2015a)은 숲체험 활

동이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추어 주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주며 숲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신경희(2013)는 학교숲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행동 양상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김윤수 등(2011)

은 상습적 교칙위반, 폭력성향, 비행 등으로 선도 대상인 WEEclass청소년을 대

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WEEclass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됨을 입증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정 등(2010)는 고등학생은 심리

적 충격, 우울, 불안 등 대입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데 반해 스트레

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미숙하여 제대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하였고 신원섭과 류진호(2004)는 숲체험은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를 완화시키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숲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고등학생들

의 실질적인 고민인 학업 성적에도 도움이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지혜(2004)는 숲 체험은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친구관계 개선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아동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

었고 폭넓고 두터운 친구관계를 맺게 하는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스트레스 완화 효과로 예전에는 명상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주로 숲 체험이나 산림치유 등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효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완화효과의 대상지로 공원체험이나 공원활용 등에 대한 연구

가 국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체

험과 같이 도시공원의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스트레스 완화효과가 있는지를 검

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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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리실험 측정지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생리실험에서 사용되는 측정지표로는 심박변

이도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박동수 측정, 혈액검사, 혈압, 코르티솔 농도 등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뇌파를 측정하기에 이르렀

다. 각 측정지표별로도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코르티

솔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혈액에서 측정하는 방법, 머리카락에서 측정하

는 방법, 타액 중에 측정하는 방법 등 실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리실험 측정지표 중 본 연구에서는 Cortisol

(코르티솔 농도), HRV(심박변이도), Heart Rate(심장박동수) 등 3가지의 측정

지표가 적용되었는데, 적용된 각 측정지표의 개념 및 최근 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는 측정지표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코티솔 농도 (Cortisol)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 몸속에서는 1,400여 가지의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고 30여 가지의 호르몬들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Childre & Martin,

2007).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코티솔(Cortisol)을 분

비시켜 면역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감소한다(Guarneri, 2009).

코티솔 농도측정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내분비계와 면역

계의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타액 

중 코티솔 농도는 내분비계 활동의 지표이며,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Hellhammer et al., 2008).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이 활성화되면 부신피질에

서 코티솔의 분비와 생성을 자극시키는데, 이러한 코티솔은 주요한 글루코코티

코이드 호르몬으로(Sliverthorn, 2009), 과거 혈액 또는 뇨에서만 측정이 가능하

였으나, 최근 타액 중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박범진, 2010).

타액 코티솔(salivary cortisol)은 순환하는 자유 코티솔을 모두 포함하고 혈

중 농도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활성 성분을 모두 반영하여 타액 코티솔 측

정방법은 스트레스 반응에서 혈중 코티솔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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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Moreira et al., 2009).

이보구 등(2012)의 연구에서 코티솔 측정은 남 12명, 여 15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전과 후에 각 1회 타액을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위생 처리된 튜브

(conical tube)에 타액을 입 안에 모았다가 2~3ml을 채취하도록 하였고, 만약에 

타액이 부족할 경우는 2분 내로 입안에 타액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하여 한 

번 더 채취하게 하였다. 채취한 검체는 드라이아이스박스에 담아 동결시켰다가 

검사를 했다(Van 등, 2003). 대상자들로부터 채취한 검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서울의과학연구소(SCL)에서 Salivary Cortisol Enzyme Immunoassay17)

(Cat No.1-3002, Salimetrics, USA)법으로 수행하였다.

김민희 등(2015)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체험 전 1회와 체험을 실시한 매회 

오염되지 않은 전용용기에 빨대를 이용하여 타액을 뱉도록 하여 채취하였다. 채

취한 시료는 지퍼팩에 넣어 영하 20℃에서 보관 후, 냉동된 검체를 꺼내 실온

에서 완전히 녹여 영상 4도에서 2000-2020x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DRG사

의 Salivary Cortisol ELISA(SLV-2930)로 분석하였다.

2.2.2. 심장박동수 (Heart Rate: HR)

심장박동수(이하 심박수)는 혈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활동의 

지표이다. 심장박동은 동방결절(sinoatrial node)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작용 

및 동방결절의 자발적 흥분에 의하여 결정된다(Kim, 2008). 자율신경계는 체내 

17) 항체를 효소로 표지하고 항체가 결합하는 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효소면역법(EIA)이라고 불린다.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시한 항체를 사용하는 
방사성 면역분석법(radioimmunoassy; RIA)과 비교해볼 때 방사선의 피폭이
나 폐기물처리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용시약 뿐만 아
니라 의료용의 진단약에도 사용되는 등 서서히 보급이 되고 있고 최근 개발
된 자동측정장치가 EIA 보급의 핵심이 되고 있다. EIA의 원리는 측정대상의 
항원과 반응한 항체(특이항체)를 퍼옥시다아제(peroxidase)나 갈락토시다아제
(galactosidase) 등의 효소를 항체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항체(표지항체)로 
검출하는 것이나 표지항체는 특이항체를 항원으로 이중의 동물에 면역시켜 
제조된다.(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 18 -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계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활성

도에 따라 심박수가 조절된다. 운동, 흥분, 스트레스 상황 시에는 교감신경이 활

성화되어 심장박동이 증가하며 안정, 휴식 시에는 부교감(미주)신경에 의하여 

심장박동이 감소한다(최병문과 노규정, 2004). 이처럼 심박수는 자율신경계에 의

해 조절되는데, 낮은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활동 혹은 높

은 부교감 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활동은 심박수 감소를 

야기한다(Stein PK. et al, 1994). 이런 심박수의 측정은 측정시 피험자의 거부

감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자율신경계 활동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박범진 

등, 2014). 현장에서 휴대가 간편하고 생리적 안정효과 측정에 효과적이어서 현

장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박지혜, 2010).

2.2.3. 심박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

먼저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의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 

HeartMath연구소18)(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박변이도는 스트레스와 내

적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표지자이다. 부정적 감정은 심장 박동과 

자율 신경계의 불안정을 가져 오고 긍정적인 감정은 심장 박동 패턴을 일정하

게 유지하여줌으로써 호흡, 심장박동, 소화, 면역계, 호르몬계, 각성 및 수면 등 

우리 몸의 90%를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화롭게 해준다(Childre,

Martin, & Donna, 2002).

심박변이도란,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 반영된 P-Q-R-S-T파에서 심장박동의 R

파와 R파 사이의 간격변화(RRI; R-R Interval)를 이용하여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심장박동의 간격 변화에 대한 파워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자

율신경계 활동 중 이완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과 긴장 시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기능, 균형 

18) Doc Childre에 의해 긍정적 정서의 효과 연구 및 교육 등을 목적으

로 1991년 California, Boulder Creek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 감정의 변

화에 의한 심박변이도, 심장 통일성, 회복 탄력성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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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최병문과 노규정,

2004). 일반적으로 HF성분은 부교감신경계 활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만성스

트레스와 관계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LF성분은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

경계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HF성분은 부교감 신경계 활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LF/HF

의 값은 교감신경계 활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박범진 등, 2014). 심박변이도

의 지표들은 신체의 생리적, 정신적 건강상태나 운동 상태에 큰 영향을 받으므

로 HRV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신뢰성과 재현성이 높으며 비침습적인 자율신경

계 기능평가방법으로서 최근에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심박변이도는 심장의 박동과 박동 간의 시간이 매 순간 변화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의 건강, 회복 탄력성, 행동의 유연성, 환경 및 스트

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과거에는 휴식상태일 때 

심장박동이 규칙적이고 단조롭게 뛴다고 믿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심장 박동에

서 일정한 정도의 불규칙성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심장박동 패턴의 기복이 너무 심할 경우의 불안정한 상태

나 기복이 너무 적은 경우는 효율적인 생리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심박변이

도는 생리학적, 정신적, 정서적, 행위 과정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객관적이며 비침습적인 도구이다. 심박변이도는 오늘날 높은 

스트레스, 우울, 과체중, 불안 장애, 분노 조절 문제 등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

기 위한 광범위한 응용기법에 사용되고 있다(McCraty. et al, 2001).

심박변이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심장 박동 간격(normal-to-normal interbeat

intervals)을 기반으로 크게 시간대 영역 도메인(Time domain)과 주파수 영역 

도메인(Frequence Domain Parameter)으로 분류된다. 각각에 속한 지표들을 살

펴보면 크게 시간대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종민, 2004; 정

준호, 2013).

먼저 시간대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mean HR(mean Heart Rate)은 평균 

심박동수를 의미하며 정상범위는 60-100회/분이다. PSI(Physical Str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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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egular system에 가해지는 압력이다. SDNN(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은 심박 표준편차로 전체 R-R 간격의 표준편차로 

측정하는 전체 시간 동안의 심박동수 변동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저항도를 의미

하며 정상범위는 30-60ms이다. R-MSSD(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s)는 연속한 R-R 간격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평균 제곱근으로 단기간

의 심박동수 변동을 의미하며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낸다.

시간대 영역 도메인 중 심혈관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로 SDNN

과 R-MSSD가 쓰인다. 특히 SDNN은 외부 스트레스 및 체내 호르몬에 의한 영

향에 반응하는 심장의 고유한 능력을 대변하며, 전반적인 심장박동의 복잡성을 

나타내는데 SDNN의 감소는 심장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R-MSSD는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계의 조절능력을 반응하는 지표로,

R-MSSD의 감소는 곧 부교감신경계 조절능력의 저하를 나타낸다. 특히 주파수 

영역 도메인 중 HR이 부교감신경계를 변조하는 것을 R-MSSD가 반영하므로 

R-MSSD와 HR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Shankar V. et al, 2012).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TP(LF, HF, VLF를 포함한 Total Power)

는 전체 주파수 영역의 활성도를 말하며 VLF(Very Low Frequency Power)는 

0.0033~0.04Hz 주파수 영역으로 자율신경계 균형에 있어서 교감신경계의 활성

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F(Low Frequency power)는 0.04~0.15Hz 주

파수 영역으로 저주파에 해당하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모두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HF(High Frequency power)는 0.15∼0.4Hz 주파수 영역으로 

고주파에 해당하며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F/HF ratio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의미하

며 정상범위는 2.3:1이다.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거나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norm LF(normalized Low Frequency)는 낮은 주

파수 영역의 표준화된 파워로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며 정상범위는 30 -

65nu이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불안 등의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norm

HF(normalized High Frequency)는 높은 주파수 영역의 표준화된 파워로 부교

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며 정상범위는 30 - 65nu이다. 부교감신경은 수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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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LF는 교감 신경계의 활동과 연관이 있고 HF성분은 안정 시에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대변하며, 호흡계 관련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반

적인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의 균형을 대변하는 LF/HF성분은 스트레스 및 각

성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Cacioppo et al.,

1994), 높은 LF/HF는 우세한 교감신경의 활동을, 낮은 LF/HF는 우세한 부교

감신경의 활동을 나타낸다.(Malik M. et al, 1996 ; Berntson GG. et al, 1997 ;

Lombardi F. 2002 ; Sztajzel J. 2004 ; Reyes del Paso GA. et al, 2013).

최근 연구에서는 교감신경계를 반영하는 지표로 LF가 교감 및 부교감신경계

를 모두 반영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LF대신 VLF를 교감신경계의 지표

로, 활용하기도 한다(Reyes del Paso et al., 2013; 박범진 등, 2014). 또한 HRV

는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의 균형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개인차, 정규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한계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VLF, HF에 로그를 

취함으로써, 1에서 10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여 자율신경계균형을 평가하는 방

법인 Normalized HRV 분석방법(Camm et al., 1996; McCraty and Watkins,

1996)을 택하기도 한다(엄판도 등, 2015).

심박 변이도 측정 도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혈관계 연구 초기 단계부

터 사용되던 심박변이도 측정 장비는 무게가 무겁고 그 부피가 상당하므로 연

구 방법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장비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

술의 발달로 심박변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소형화, 경량화되어 사람들이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연구 및 질환 예측과 관리가 용이해

졌고(Szczepafiki A. 2014), 심박변이도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RV 측정장비로는 SA-3000, SA-2000,

SA-6000, CANS-3000(LXC3203), TAS 9(SDPTG방식), Canopy(SDPTG방식)

등이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로 국내 연구에 도입된 장비로는 

Polar RS800CX(Polar, Finland), Activtracer AC-301A(GMS, Japan)등이 있다.

본 연구와 유사 연구에서 HRV측정에 사용된 장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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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제조사 적용 연구 특 징

SA-6000

Medi-Core

Co. Ltd.

,Seoul, Korea

안태한 등(2012)

등

대상자의 좌우 손목 내측과 좌측발

목 내측에 센서를 부착

SA-3000P

Medi-Core

Co. Ltd.

,Seoul, Korea

이재현 등(2013)

등

자율신경 균형검사기로 좌우 손

목과 발목에 전극을 부착하고 5

분간 측정
Polar

RS800CX
Polar, Finland

박범진 등(2014)

등
휴대용 심장박동간격 모니터

Canopy919)
IEMBIO Co.,

Korea

서정표 등(2014)

등

심혈관 진단을 위한 가속도 맥파

(APG)와 심박 변이도(HRV)를 이

용한 자율신경계(ANS) 이상 및 이

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질

환을 측정하는 장비
Activtracer

AC-301A
GMS, JAPAN

송초롱 등(2015)

등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기기

LXC3203
Laxtha Inc.,

Korea

박민선 등(2015)

등 

3채널 전산화 심전도 측정 시스템

KFDA의 의료기기 인증제품

uBioMacpa

sensor,

uBio Clip

v70

Biosense

Creaive

Co. Ltd.,

Korea

곽수현 등(2015)

등

크기 58mm(W) × 27mm(H) ×

32mm(D)으로 소형이면서 연동된 

태블릿 PC나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심박

변이도 측정이 가능

<Table 2-1> Measuring instruments applicable to domestic studies

측정된 HRV를 판독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박범진 등(2014)에서는 범용 HRV

분석용 소프트웨어(Kubis HRV, Finland)를, 정다워 등(2013), 송초롱 등(2015)

에서는 Memcalc/Win(GMS,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주파수 분석을 실시하

였다. 박민선 등(2015)에서는 스트레스 검사 및 심전도 자동 판독 프로그램인 

LXSMD1-1(Laxtha Inc., Korea)를 사용하였다.

19) 심장이 뛸 때마다 말초혈관의 압력과 구경의 변화로 전파되는 동맥계 

파동을 손가락에 착용하는 광센서로 측정하는 광전식 맥파계이다. 측정된 맥파

에서 순간심박수를 분리한 후, HRV를 분석하고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자율신경

계 기능 평가 등을 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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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뢰도 계수(Cronbach’s )

심리실험 측정지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심리설문문항의 신뢰도에 대해 먼

저 알아보고자 한다. 문항내적 합치도 방법20)에 의해서 신뢰도계수를 추정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반분법21)의 약점을 보완

한 것이 바로 Cronbach(1951)가 만들어낸 Cronbach’s 이다. Cronbach’s 는 

설문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설문항목에 대하여 신뢰성을 저해

하는 항목(문항)을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탁진국, 1996).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의 신뢰도 계수 α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

는 값으로서 한 검사 내에서의 변수들 간의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

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이라면 서

로 다른 독립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 문항수 

: 각 문항의 변량 


: 전체점수의 변량

<Fig. 2-1> Cronbach’s  formula

Cronbach(1951)는 계수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먼저, 검사의 계수가 높으면 이는 문항간의 정적 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일관성의 지표로만 사용될 뿐이지 검사점수의 안정성이나 동형검

20) 문항내적 합치도는 내적일관성 측정에서 검사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
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 검사간의 유사성
을 추정하는 방법과 문항 하나하나를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며 문항들 간의 
유사성 혹은 측정의 일치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1) 하나의 구성개념의 절반과 나머지 절반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어진 구성개념이 열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작위로 
다섯 개의 항목으로 묶은 두 집단을 응답자들에게 배포한 뒤, 반응을 수집하
고 점수화한다. 그리고 전체 점수와 각 집단의 점수를 활용하여 반분 신뢰도
를 측정한다. 많은 항목을 포함한 구성개념의 경우 두 개의 결과 값이 비슷하
게 도출되기 때문에 이 기법은 시스템적으로 많은 항목을 측정해야 하는 점이 
있으며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송재기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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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2)에서 점수의 동등성에 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둘째, 계수는 모든 가능한 반분법으로 구한 신뢰도계수들의 평균과 같다.

셋째, 계수가 높다고 해서 검사문항들이 반드시 하나의 차원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수는 문항 간 공변량23)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문항 간 공변

량이 크다는 말은 하나 이상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하나의 

요인만이 존재할 경우 응답자의 각 문항에 대한 값은 일정하게 되고 따라서 문

항 간 공변량은 낮아진다(탁진국, 1996).

이 계수는 진점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가정도, 또 측정치들이 평행이어

야 한다는 가정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반분 신뢰도에서 한 검사를 어떻게 절반

으로 나누느냐 하는 것도 계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Cronbach’s

계수도 단점이 있다. 하나는 계수가 동종 측정치들에서는 신뢰도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한다는 것이다(이기종, 1998).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그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몇 점 이상의 기준은 없다. 대개 

0.8～0.9 사이 값이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0.7이상이면 바람

직하다고 본다. 0.6이상이면 수용할 정도 수준이고, 0.6이하이면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0.5이하의 점수인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은 전체 

항목과 일관성, 즉,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이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2.4. 심리실험 측정지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실험에서 사용되는 측정지표로는 기분상

태검사(POMS), 의미분별검사(SD), 자아존중감(SES), 상태불안감(STAI), 특성

22) 같은 검사를 두차례 실시하여 신뢰도를 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측정하는 속성은 같은데 구체적인 문
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형검사(equivalent-form test)를 각기 다른 
시기에 실시하여 그 점수들을 비교하는 것이다.(정영숙 등, 1998)

23) 여러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변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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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STAI), 우울척도(CDI), 불안척도(RCMAS), Beck우울척도(BAI) 등 다

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측정지표에서 설문항목을 수정·보완한 설문양식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각 

측정지표별로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한 연구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

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경우도 Coopersmith 자아

존중감 척도(SEI), Hudson 자아존중감 척도(ISE),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

도(SES) 등 실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

한 심리실험 측정지표 중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SEI), 상태불안감(STAI)

, 기분상태검사(POMS) 등 3가지의 측정지표가 적용되었는데, 적용된 각 측

정지표의 개념 및 최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지표의 유형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자신의 능력의 중요성, 성공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의 개념이

다(Rosenberg, 1965; Branden, 1994; Breytspraak et al., 1982; Brockner et

al., 1983).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있는 존재라고 믿는 개인적 신념의 범위를 내포하는 심리적 반응을 의

미하며(Coopersmith, 1967),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및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믿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Battle, 1978).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 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Fleming et al., 1980;

Greenberg, Solomon et al. 1992). 자아존중감은 자기 정서를 유발하고 지속시

키며, 자아개념과 연관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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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Coopersmith, 1967). 낮

은 자존감은 자신감과 지도력의 결여, 대인관계의 원만치 않음 같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나타낸다고 하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 원척도로는 Coopersmith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ies: SEI), Hudson 자아존중감 척도(Index of Self-Esteem: ISE),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등이 있다.

Coopersmith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ies: 이하 SEI)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50문항인데, 자신에 대한 신뢰감 

영역(26문항), 가족관계 영역(8문항), 학업적 영역(8문항), 사회적 영역(8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 점수는 해당 하위 척도에 있는 항

목들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역채점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를 계

산한다. 총점은 모든 항목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높은 점수는 높은 자아존중감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Coopersmith, 1967).

Hudson 자아존중감 척도(Index of Self-Esteem: 이하 ISE)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ISE는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도, 심각성, 또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25문

항의 척도이다. 쉽게 시행하고 채점할 수 있으며 임상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ISE는 임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30점과 아주 심

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때로는 폭력이 개입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70점 두 개의 기준 점수를 가지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더 크거나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세 이상을 대상으

로 한다(Hudson, 1997).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이하 SES)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척도이며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 설계되었다. 그 이후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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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다양한 집단에서의 적

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ES는 거트만 척도24)로 평정되며 기본으로는 역채

점 후 각 문항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총점을 낼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Rosenberg, 1979).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해서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 전병제(1974),

강종구(1986)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전병제(1974)의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S: 이하R-SES)

에 대하여 살펴보면, Rosenberg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1965)는  ‘나는 내

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

다고 생각한다’ 등 5개의 긍정문항(1, 2, 4, 6, 7번 문항)과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 5개의 부

정문항(3, 5, 8, 9, 10번 문항),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구인을 측정함에 있어 동일한 수의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을 포함시

키는 척도구성은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이 내용과 관계없이 문항에 동의하려

는 경향인 응답편향성(response bias)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김석호 등, 2011;

Wu, 2008). 사용에 있어 오랜 역사, 복잡하지 않은 언어사용, 간결성이라는 

특성들로 인해(Martin, Thompson, & Chan, 2006), 많은 수의 언어로 번역되

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Schmitt & Allik, 2005). 국내에서는 1974년 전병

제(1974)에 의해 번역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부정문항은 분석에 앞서 역점수 처리한다. 평정척도의 한 쪽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때 척도의 수를 줄이고 사용될 척도의 부분을 

24) 고안자인 거트만(Guttman)의 이름을 딴 태도척도로서, 연구되는 태도

(예, 인종적 편견)가 단일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점증하는 강도에 따라서 일련의 태도문항을 위계적으로, 서열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특정강도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낮은 강도의 

진술과 일치함을 뜻한다.(고영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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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분하여 사용하는 척도(Friedman & Amoo, 1999)인 Likert 척도를 사

용하였고,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이다. 점수범

위는 10점에서 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선아 등, 2015)

본 자아존중감 척도가 적용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종희(2014) 등 수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를 

살펴보면 전병제(1974)의 연구에서는 0.85이었는데, 김종희(2014)의 연구에서

는 0.78, 이혜순(2013)의 연구에서는 0.85, 강영숙 등(2013)의 연구에서는 0.81

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의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Coopersmith

& Pope SEI: 이하C&P-SEI)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

기 위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와 Pope 등(1988)의 연구를 토

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최보가와 전귀연이 개발한 것

이다. 본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체적 자아존중감(1, 5, 9,

13, 17, 21번 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2, 6, 10, 14, 18, 22, 25, 28, 31번 문

항),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3, 7, 11, 15, 19, 23, 26, 29, 32번 문항),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아 존중감(4, 8, 12, 16, 20, 24, 27, 30번 문항)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에서 5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아존중감 척도

는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하거나, 하위영역별로 해당 항목들의 점수를 합하

여 자아존중감을 평가할 수 있으며, 역문항들(4, 8, 12, 16, 20, 24, 27, 30번 

문항)의 경우에는 역으로 채점하면 된다. 본 척도의 총점은 최저 32점에서 

최고 16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되고,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자아존중감의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보가 등, 1993)

본 자아존중감 척도가 적용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수많은 연구가 있는

데, 그중 몇 가지 연구에 나타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를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Table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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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최보가 등, 1993 0.690 0.840 0.830 0.720

박성수 등, 2016 0.708 0.866 0.892 0.708

김성현, 2016 0.901 0.816 0.809 0.701

<Table 2-2> Cronbach's ⍺ for Each Subtopic of C&P-SEI(Korean Edition)

세 번째로 강종구(1986)의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Coopersmith SEI: 이

하C-SEI)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검사는 Coopersmith(1967)가 제작

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번역하여 사용한 것(신뢰도 0.86)

으로 4가지 하위영역으로는 자기비하(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자기주장과 불안(7문항)으로 되어있으며(<Table 2-3>),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채점 방법은 Likert 4점 각 문항

에서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표시하였고, 내용상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역채점으로 계산하여 매우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 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표시한다.

하위
요인

정 의
문항
수

문항
번호

자기
비하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치를 못 느끼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느끼는 
경향에 대한 척도

5
1*, 3*,

11*, 15*,

16*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타인과의 관
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타인(가족)의 이해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

7
6*, 7*, 9*,

10, 20,

21*, 22*

지도력과 
인기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 적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적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남보다 강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

6
2*, 5, 8,

14, 18*,

25*

자기주장
과 불안

자신의 생활태도에 자신이 없고 결정하기가 매우 힘
들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

7
4, 12, 13*,

17*, 19,

23*, 24

*표시는 역문항 (Data : 이경희 등, 2015)

<Table 2-3> Contents and Item Number per Each Subtopic in C-SEI(Korean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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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의 내용을 보면, ‘자기비하’는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존재가치를 못 느끼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느끼는 경

향에 대한 척도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타인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가족의 이해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지도력과 인기’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 적

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적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남보다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고, ‘자기주장과 불안’은 자신의 생활태도에 자신이 

없고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신근화 등, 2013)

본 척도가 적용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와 함께 살펴보면, 신근화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체 0.680,

김성범(2015)연구에서는 전체 0.86이었다. <Table 2-4>에서처럼 전체뿐만 아니

라 하위요소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ronbach's ⍺ 전체 자기비하 타인과의관계 지도력과인기 자기주장과불안

허정철, 2012 0.73/0.78 0.76/0.74 0.75/0.81 0.77/0.73

이경희 등, 2015 0.75 0.74 0.70 0.71

임은미 등, 2014 0.843 0.756 0.707 0.804 0.796

<Table 2-4> Cronbach's ⍺ for Each Subtopic of C-SEI(Korean Edition)

마지막으로, 강종구(1986)의 표준화한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

(Coopersmith)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자아존중감의 측정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번안하여 부정

적인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여 역산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Table 2-5>). 이 척도는 자기존중 5문항, 타인과의 관계 7문항, 지도력과 

인기 6문항, 자기주장 7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으로, 문

항반응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

게 되어있고 총점은 최하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양진희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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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정 의
문항
수

문항번호

자기
존중

자신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
를 인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척도

5
1, 3, 11, 15,

16

타인
과의 
관계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과의 관
계가 원만하고 가족의 이해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

7
6, 7, 9, 10,

20, 21, 22

지도
력과 
인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남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

6
2, 5, 8, 14,

18, 25

자기
주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활 태도에 자신감이 
있는 경향에 대한 척도

7
4, 12, 13, 17,

19, 23, 24

(Data : 공인주 등, 2015)

<Table 2-5> Contents and item number per each subtopic in 
C-SEI(Standardized Korean edition)

Coopersmith가 측정하고자 하는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세상과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자기존중은 자

신의 장점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자신이 타인으로부

터 사랑 받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며, 지도력과 인기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주장은 스스

로 결정하고 자신의 생활 태도에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다(강종구, 1986).

본 척도가 적용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와 함께 살펴보면, 임효진 등(2012) 등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

양진희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계수는 0.878이었고 이외의 

연구에 나타난 <Table 2-6>에서처럼 전체뿐만 아니라 하위요소의 신뢰도 계

수인 Cronbach's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ronbach's ⍺ 전체 자기 존중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 주장

공인주 등, 2015 0.88 0.67 0.73 0.72 0.67

황해익 등, 2015 0.91 0.66 0.74 0.75 0.69

이희경, 2014 0.90 0.71 0.76 0.68 0.74

<Table 2-6> Cronbach's ⍺ for Each Subtopic of C-SEI(Standardized Korean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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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에 대한 고전적 정의로서, Freud는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긴장의 

증상이며 개인이 참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신호라고 하였고, Bandura는 

불안을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는 낮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다.

Spielberger(1972)는 이러한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이해하여, 오

래 지속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불안(state anxiety)과 비교적 안정된 성격특성

으로서의 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별하였다. 이중 상태불안이란 개인이 어

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으로,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자율신경

계의 각성 또는 활성화가 수반된 긴장감과 우려감을 가지는 비교적 일시적

인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반면 특성불안은 인성과 비슷한 것으로, 객관적으

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동반된 반응을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을 말한다. 즉 상태불안은 개인이 어떠한 환경을 위협

적인 것으로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 상태를, 특성불안은 개인차가 존재

하는 획득된 행동 성향을 의미한다(김보경 등, 2015).

Spielberger는 인간의 불안감은 관찰될 수 있고, 인간은 자신의 불결한 감정

을 기술하고 보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허창범 2000). 그는 자기 보고형 불안검

사도구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STAI는 이후 불안

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써 국내외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pielberger(1972)의 상태-특성불안 이론은 불안의 구체적 측정도구인 STAI와 

함께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전까지 ‘불안’이라는 정서의 정체

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던 연구를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안으로 확

장시켜 주었고, 다양한 파생개념을 탄생시켰다. 특히 교육학에서는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을 기반으로 시험불안(testanxiety), 수학불안(mathematics

anxiety), 언어불안(language anxiety), 컴퓨터불안(computer anxiety)등 다양한 

파생개념이 나타났다(사지연 등, 2014).

상태-특성 불안척도는 Spielberger가 불안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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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고식 검사이고, 국내에서는 김정택에 의하여 표준화되었고, STAI-X,

STAI-Y, STAI-YZ 등으로 변형·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다. 상태불안과 특성불

안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20문항씩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상태-특성 불안척도인 STAI-X(State-Trait Anxiety Inventory-X)를 살

펴보면, 상태 및 특성 불안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개발은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에 의해서 1964년부터 

착수되었고, 그 후의 사용기간을 거쳐서 1970년에 앞서 언급한 상태-특성 불

안 검사 X형(STAI-X: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X form)이 

제작되었다(Spielberger et al, 1970). 이것을 한국에서 김정택과 신동균(1978)

이 번안하였다. 상태-특성 불안척도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척도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20～80점이고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본 척도가 적용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와 함께 살펴보면, 김정택과 신동균(1978)의 연구에서는 상

태불안 0.67, 특성불안 0.86이었는데, 최정원 등(2014)의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0.93, 특성불안 0.95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태불안만 측정지표로 사용한 연구

인 조은영 등(2016)의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0.91로, 권윤나 등(2015)연구에서

는 상태불안 0.89였다.

두 번째로 STAI-Y(State-Trait Anxiety Inventory Y: STAI-Y)에 대하여 살

펴보면, 앞서 언급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X형이 제작된 후에 1983년 미국에

서 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와 Jacobs는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Y형인 STAI-Y모델을 개발하였다(Spielberger et al, 1983). STAI-Y형

은 기존의 STAI-X형에서 보다 정밀하게 우울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12문항

이 새롭게 대치되어 개정된 것이다. 이 검사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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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상태

불안 문항은 현재의 기분상태로 일시적 감정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하고자 하

며, 특성불안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만연되어 있는 개인의 긴장, 걱정의 성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척도가 적용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와 함께 살펴보면, 본 척도의 개발당시 상태불안 검사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2이며, 특성불안 검사의 신뢰도는 0.92였다(한

덕웅 외, 2000). 김형준과 오수성(2012)의 연구에서는 0.86이었고, 김보경 등

(2015)의 연구에서는 0.8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TAI-KYZ(State Trait Anxiety Inventory-Korean YZ:

STAI-KYZ)에 대하여 살펴보면, Spielberger 등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Y)에 대해 한덕웅 등(1983)이 Y형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한국

문화에 적합한 YZ형인 STAI-KYZ형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상태불안은 인간의 일시적인 감정의 상태로써 강도가 다양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이며 의식적인 불안상태를 말하며, 특성불안은 

불안 성향의 비교적 안정된 개인차를 말하며 상황에 따른 심리적 긴장에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특성불안이 강할수록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상태불

안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상태불안의 척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

지는 실험자의 일시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10개의 긍정문과 10개의 

부정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성불안의 척도는 일상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의 긴장과 걱정의 성향정도를 검사하는 도구로서 7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13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가 적용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와 함께 살펴보면, 엄문설 등(2015)의 연구에서는 문항의 전

체신뢰도가 상태불안 0.879, 특성불안 0.875로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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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척도 기준을 살펴보면, 상태, 특성 각각 불안검사가 20문항이고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점의 Likert 척도이다. 상태불안 검사는 ‘전혀 

아니다’1점, ‘조금 그렇다’ 2점, ‘상당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며, 특성불안 검사는 ‘전혀 아니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

렇다’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부정적인 문항은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는 긍정적인 문항은 4~1점의 역산으로 채점방식을 적용

하며, 두 척도 모두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나올 수 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7>와 같다.

불안 검사 총 점 불안 상태
상태 불안 58점 이하 정상

59~68점 정상보다 약간 높음
69점 이상 매우 높음

특성 불안 60점 이하 정상
61~70점 정상보다 약간 높음

71점 이상 매우 높음
총점범위 20 ~ 80점

(Data : 정재훈, 2012)

<Table 2-7> Evaluation Criteria for State Anxiety & Trait Anxiety 

2.4.3.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 POMS)

기분상태검사(POMS)는 인간의 기분 또는 정서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964년에 개발된 이후 환경에 의한 영향, 인간관계에 의한 영향에 대한 기분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McNair and Lorr, 1964). 기분상

태검사(POMS)는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정서 상태를 간편하게 규명하고자 개

발된 것으로(Lee 등, 2006; Kim 등, 2007) 세부항목으로는 ‘긴장(Tension and

Anxiety, T-A)', ‘우울(Depression, D', ‘분노(Anger and Hostility, A-H)', ‘활

력(Vigor, V)', ‘피로(Fatigue, F)', ‘혼란(Confusion, C)'의 6개의 기분척도로 나

눠 각각을 점수화가 가능한 설문지이다. 모든 점수의 항목에 활력(V)을 뺀 수치



- 36 -

인 종합정서장애(TMD, total mood disturbance)를 분석한다. 즉, TMD = T-A

+ D + A + A-H + F + C - V의 식을 활용한다 (McNair et al., 1992).

POMS 척도로는 POMS (Profile of Mood States), K-POMS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 POMS-B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OMS-B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 Brief) 등이 있다.

먼저 POMS (Profile of Mood States) 척도는 총 6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감정 상태에 따라 ‘0(전혀 아니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Likerd형 5점 

척도로 나누어져 있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척도인 긴장-불안 

(Tension-Anxiety: T), 우울-낙담(Depression-Dejection: D), 분노-적개심

(Anger-Hostility: A), 활기-활동(Vigor-Activity: V), 피곤-무력(Fatigue-Inertia:

F), 혼란-당황(Confusion-Bewilderment: C)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기분상

태를 나타내는 ‘활력’요인은 역코딩하여 나머지 5개 POMS요인과 그 방향을 일

치시킨다. 종합정서장애(TMD)도 ‘활력’요인을 역코딩한 후 모든 POMS 항목의 

평균값에 의해 산출된다(Simoni et al., 2002). 따라서 6개의 각 하위영역의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기분상태가 강한 것, 즉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의미하

며, 종합정서장애 또한 총점이 클수록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K-POMS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에 대하

여 살펴보면, 김경목 등(2012), 정미애 등(2013), 노희태 등(2014) 연구 등에서 

사용된 지표로 McNair et al.(1964)에 의해 개발된 기분상태검사지(profile of

mood states: POMS)를 김의중 등(2003)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것이 한국판 기분상태척도(K-POMS)이다. 한국판 기분상태척도(K-POMS)

는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정동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규명하고자 개발

된 것이다.

세 번째로 POMS-B (Profile of Mood States-Brief)에 대하여 살펴보면,

McNair et al.(1964)에 의해 처음 개발된 POMS는 본래 65문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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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김경목 등, 2012a) McNair, Lorr and Droppleman(1992)에 의해 다수

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기분상태척도-단축판(POMS-B)이 개발되었다. 김정호 등(2013)의 연구를 비롯

하여 수많은 유사연구에서 POMS단축판이 사용되었다. 이 단축판은 출처에 

따라  Terry et al.(1999), Baker et al.(2002) 등의 영어판, Yokoyama et

al.(1990), Iwasaki(2010) 등의 일본어판, Yeun and Shin-Park(2006) 등의 한국

어판이 있다.

마지막으로 K-POMS-B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 Brief)

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민희 등(2015), 김영규 등(2015) 연구 등에서 사용된 

지표로 McNair et al.(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Profile of Mood

States-Brief: POMS-B)를 Yeun and Shin-Park(2006)이 번안한 한국형기분상

태측정도구(Korea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Brief : K-POMS-B)이

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

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긴장(T: Tension), 우울(D:

Depression), 분노 (A: Anger), 활기(V: Vigor), 피로(F: Fatigue), 혼돈(C:

Confusion)등의 6개 하위영역(각 총점2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정서장

애(TMD: Total Mood Disturbance)는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돈 등 5개의 

하위영역점수를 더한 값에서 활기 하위영역의 점수(총점300점)를 뺀 점수이

다.

POMS 신뢰도는 McNair 등에 의해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0.74였고, Yeun and Shin-Park이 한글판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계수

값은 0.85이며, 하위 요인인 긴장 0.83, 우울 0.86, 분노 0.84, 활기 0.88, 피로 

0.87, 혼돈 0.82로 보고되었다.

김민희 등(2015)에서는 프로그램 전 Cronbach's α계수는 0.895였으며, 프로

그램 후 Cronbach's α계수는 0.913이었다. 김영규 등(2015)에서는 총 점수 0.90,

하위요인인 긴장 0.84, 우울 0.72, 분노 0.81, 활기 0.92, 피로 0.91, 혼돈 0.74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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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 분석

의학적인 기반에 있는 논문의 경우 각 사례별로 그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

어서 통계 방법에 따라 피험자수가 적게는 1명인 경우도 있고 선행연구에서 심

리설문지를 주로 이용한 심리검사가 실험방법인 경우는 통계 방법에 따라 표본

수가 많게는 수백,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한다.

실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정력을 지녀야 한다. 검정력 분석은 자료를 모으기 전후 모두 가능하다. 연구 

실험 전에 검정력 분석을 하는 경우는 실험에서 얻어야 할 적절한 통계적 표본

크기(sample size)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25)

검정력(Statistical power)는 대립가설26)이 사실일 때, 이를 사실로서 결정할 

확률이다. 검정력이 90%라고 하면, 대립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

설27)을 채택할 확률(2종 오류, β error)의 확률은 10%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대립가설 하의 a = a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확률을 a = a1에서의 검정력

이라고 말한다. 검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2종 오류(β error)를 범할 확률은 작아

지게 된다. 따라서 검정력은 1-β과 같다.

이러한 검정력의 영향요소는 다음과 같다.

25) https://ko.wikipedia.org/wiki/%EA%B2%80%EC%A0%95%EB%A0%A5

26) 가설 검정 이론에서, 대립가설(對立假說, 영어: alternative hypothesis)

또는 연구가설 또는 유지가설은 귀무가설에 대립하는 명제이다. 보통, 모집
단에서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련이 있다는 꼴이다. 어
떤 가능성에 대해 확률적인 가설검정을 할 때 귀무가설과 함께 사용된다. 이 
가설은 귀무가설처럼 검정을 직접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며 귀무가설을 기각
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반증의 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질 수 있다.(위키백과)

27) 귀무가설(歸無假說, 영어: null hypothesis, 기호 H0) 또는 영가설(零

假說)은 통계학에서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다. 차이가 없거나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의 가설이며 이것이 맞거나 맞지 않다는 통계학
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는 가설이다. 예를 들어 범죄 사건에서 용의자가 있
을 때 형사는 이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인 대립가설을 세우게 된
다. 이때 귀무가설은 용의자는 무죄라는 가설이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설
검정을 시도할 때 쓰인다. 로널드 피셔가 1966년에 정의하였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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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수준(1종 오류) : 유의수준이 커질수록 (예. 5%에서 10%로), 즉 

신뢰도가 나빠질수록 검정력은 좋아진다.

2. 표준편차 : 표준편차가 커지면 검정력은 나빠진다.

3. 두 모집단 간의 차이 : 이 차이가 작을수록 검정력은 나빠진다.

4. 표본크기 :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검정력은 증가한다.

통계에서 검정력이란 연구의 유의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기본적으로 연구

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필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표본의 크기 : 단위의 수(예: 피험자)를 말하며 보통 N으로 나타낸다.

2. 효과의 크기 : 보통 원하는 효과크기가 작을 때 표본크기가 크다.

3. 유의수준 : 0.001, 0.05, 0.1 등으로 나타내는 통계적 역치로 P값이 유의

수준과 같거나 이보다 높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표현한다.

4. 검정력 : 효과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표시하는 값

위의 네 가지 기준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세 가지의 값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값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유의수준은 고정되

어 있고(일반적으로 0.001, 0.05, 0.1 중에서 선택), 문헌검토를 통해 효과크기

(effect size) 역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검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는 표본의 크기에 집중해야 한다. <네이처>를 비롯해 우수한 학술지들에서는 

검정력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크기의 타당성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네이처>

에는 표본크기가 작을 경우 수행해야 하는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다. 그밖에 <British Journal of Surgery>처럼 논문 내에서 검정력을 명확하

게 계산하기를 요구하는 학술지도 있다. <Molecular Genetics and

Metabolism>를 비롯한 여러 학술지에서는 “검정력 계산을 거치지 않은 논문들

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거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 검정력을 엄격하게 평

가하는 것은 비단 의학, 생명공학 분야만이 아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제시

한 “심리학 연구문 발표 기준"에 따르면 심리학 분야의 논문에 대해서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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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파트에서 검정력 분석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28)(Marisha Fonseca, 2014)

연구 제목 표본크기 실험종류

숲 여행참여 전후 스트레스 반응 및 인지된 건강차이

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지숙 등, 2014)
34 심리

졔절별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조영민 등, 2014)
33 심리

도시지역의 녹지경관 조망이 도시민의 스트레스 완화

에 미치는 영향(김정호 등, 2013)
30 심리/생리

산림의 시각요소가 인체의 심리, 생리에 미치는 영향

(이정희 등, 2009)
30 심리/생리

숲 치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박정환, 2013)
27 심리

도심 수목원에서의 경관감상과 산책이 인체의 생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박범진 등, 2014)
24 생리

학교 숲 기반 생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병수, 2014)
24 심리

숲치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영

향 (권영림, 2013)
22 심리

산림 건강 물질이 스트레스 반응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김시경 등, 2008)
12 생리

산림 방향물질이 인체 생리에 미치는 영향(신원섭 등, 2010) 10 생리

산림지역에 따른 심리적 상태 변화분석(정미애 등, 2013) 10 심리/생리

<Table 2-8> Sample Size and Test Types of Domestic Similar Research

본 연구와 유사한 국내 선행 연구 중 표본수가 적은 논문들을 선별해서 각 

논문별로 표본수와 실험의 종류를 정리하였다(<Table 2-8>). 논문들을 살펴보면 

28) Marisha Fonseca, 2014, “연구계획에서 통계적 검정력의 중요성”,

editag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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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가 적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정력을 명확하게 계산한 논

문은 위의 논문 중에서는 한지숙 등(2014)이 유일하였다. 한지숙 등(2014)에서 

샘플사이즈의 유효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ohen(1988)이 제안한 통계적 검정

력 분석(Statistics power analysis)을 G*Power 3.1로 알아보았는데 집단 간 비

교에서 최소 표본 수 계산방법인 ‘A priori : Compute required sample size -

given α, power, and effect size’를 선택하고 Cohen (1988)이 제시한 기준인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로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의 크기가 64로 나타났

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연구의 성격상의 이유로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설문에 모두 응시한 34명의 결과를 분

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물론 학계에서도 표본수 검정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거나 주장하는 신뢰도수준이 달라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환경이나 산림, 생태 및 조경분야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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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내용

3.1. 연구의 과정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및 방법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고찰
• 청소년 스트레스
• 도시공원 체험활동
• 스트레스 완화효과

• 생리실험 측정지표
- 타액중 코티솔(Salivary Cortisol)
- 심박수(HR)
- 심박변이도(HRV)

• 심리실험 측정지표
- 자아존중감(SES)
- 상태특성불안(STAI)
- 기분상태검사(POMS)

• 표본크기 선정지표 - 검정력 분석

연구 방법

및

내 용

• 연구의 과정 - 연구 설계

• 연구의 대상
- 표본크기
- 피험자
- 대상지

• 실험 설계 - 실험 순서

• 공원 체험활동 적용
- 공원탐방 체험활동
- 선호공간 신체활동

• 평가 도구
- 생리 실험
- 심리 실험

• 자료 분석 - 실험 결과 분석

실험 결과

및

고 찰

• 생리실험
- 타액중 코티솔 농도
- 심박수
- HF 성분와 LF/HF 성분

• 심리실험
- 자아존중감(SEI)
- 상태불안감(STAI-X1)
- 기분상태검사(POMS-K)

• 피험자별 고찰 - 피험자별 분석

결론 및 제언 • 결론 및 시사점

<Fig. 3-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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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에 보듯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동향분석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효과 검증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 및 방법을 검토한 후 이번 실험의 대상지인 도시공원에 효과적인 연구방

법과 측정지표들을 선별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철저한 실험 설계를 고

안하였다. 고안한 실험설계대로 실험을 진행한 후 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 및 연

구기관 등을 통해 나온 실험결과를 전문 통계 및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

석하였다. 끝으로, 분석된 내용의 검증 및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2.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대상자인 피험자와 실험대상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실

험 대상자의 규모인 표본 크기를 선정한 후에 피험자의 구성에 대해 언급한 후 

실험대상지 선정기준, 대상지 개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표본 크기

본 연구에서는 Cohen(1988)이 제안한 통계적 검정력 분석(Statistics power

analysis)을 가장 최신버전인 G*Power 3.1.9.2로 알아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험특성상 T-test를 진행하였고 그중에서 동일집단에 대하여 프로그램 체험 

전후의 비교연구에 맞는 ‘Means: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means(matched pairs)’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수 계산방법에서는 

최소 표본수 계산방법인 ‘A priori : Compute required sample size - given

α, power, and effect size’를 선택하였고 효과크기(effect size)는 선행연구에

서 주로 중간(mid)으로 잡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mid(0.5)로 정하였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대로 유의수준(α err prob)은 0.05를, 검정력 

(Power ( 1-β err prob))은 0.8을 적용하여 최종 계산하였다.

그 결과 <Fig. 3-2>에서 보듯이 이 실험에 적합한 표본수(Tota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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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로 27명이상이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근거에 실험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0

0.1

0.2

0.3

-3 -2 -1 0 1 2 3 4 5

critical t = 1.70562

αβ

Test family t tests

Statistical test
Means: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means(matched pairs)

Type of

power analysis

A priori : Compute required sample size - given

α, power, and effect size

Input

Parameters

Tail(s) One

Parent distribution Normal

Effect size dz 0.5

α err prob 0.05

Power ( 1-β err prob) 0.8

Output

Parameters

Noncentrality parameter δ 2.5980762

Critical t 1.7056179

Df 26

Total sample size 27

Actual power 0.8118316

<Fig. 3-2>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G*Power 3.1.9.2

본 연구의 실험설계에서 처음에 표본 크기 30으로 정하고 실험을 진행하

려고 했었는데, 실험여건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생리실험 중 HRV의 측정에 

있어서 체험 후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알기위해서 반드시 1시간이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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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실험의 의의가 있다. 측정시간이 한명당 5분정도 소요

되므로 1시간동안 한 대의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피험자의 수는 12명

이다. 두 대로 측정할 경우 24명이 그 한계치이다. 본 실험의 경우 최대 25

명을 측정하였다. 그 중 생리, 심리실험에서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일반적인 실패율 20%에 비하면 적은 8%의 실패율에 해당하는 2명을 

제외한 23명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Power (1-β err prob)

To
ta

l s
am

pl
e 

si
ze

t tests - Means: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means (matched pairs)
Tail(s) = One, α err prob = 0.05, Effect size dz = 0.5

15

20

25

30

35

40

45

0.6 0.65 0.7 0.75 0.8 0.85 0.9 0.95

< Fig. 3-3 >  Power Graph according to Sample Size

<Fig. 3-3>는 본 연구의 유형과 조건일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검정

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학계마다 주장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검정력 0.6이상일 때 연

구의 신뢰도가 확보되며, 0.7이상일 때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크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검정력 0.75에 해당하는 

표본의 크기인 23명으로 정해서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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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피험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결과

에서도 대도시 학생일수록,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

렬 등, 2007). 앞서 서론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 될수록 공부시간은 증대되고 여가시간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

에 속해 있는 대치동, 잠원동, 반포동, 압구정동 일대지역인 강남 8학군 지역이

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치열함과 사교

육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완화효과가 더욱 필요한 학생들의 비중

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차 심화

되는 학년대의 학생들로 피험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실험의 피험자는 과거 

육체적, 정신적 병력이 없는 건강하면서, 흡연에 의한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원 비흡연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피험자 구성은 다음의 <Table 3-1>과 같다.

구 성 내   용

인 원
23명 

(남학생 11명 / 여학생 12명)

연 령
16±1세 

(중학교 2학년 7명 / 3학년 7명 / 고등학교 1학년 9명)

거주 지역
서울시 서초구 및 강남구 거주

(반포동 8명 / 잠원동 9명 / 압구정동 6명)

소속 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8개소 / 고등학교 7개소)

<Table 3-1> Subjec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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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ark Status in the Subject Area

3.2.3.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공원29)이어야 한다.

둘째, 생리실험을 위해 실내실험장소가 갖춰져 있거나 20분내의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한 공원이어야 한다.

셋째, 공원 주변이나 외부의 간섭요인이 공원 체험활동에서 함께 이루어

질 수 없는 최대한 독립된 공원이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공원을 충분히 체험하고 공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충분한 시설이 갖춰있

는 도시공원이어야 한다.

피험자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주변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공원으

로 총 여섯 개소가 일차

적으로 검토되었다(<Fig.

3-4>).

그 중에서 남산공원

과 양재시민의 숲공원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고, 현충원은 

본 논문의 실험 성격과 

맞지 않고, 서리풀공원은 

공원 내의 청소년 체험 

및 신체활동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선형

적인 구조로 도면에 표

29)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
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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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있지 않은 한강 둔치에 위치한 반포한강공원은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오픈스페이스의 성격이 강해 외부의 간섭요인이 많고 탐방동선을 계획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최종 실험대상 후보지인 용산가족공원과 서울

숲공원 중에서 용산가족공원는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의 규모가 협소하

며, 국립현충원처럼 주변에 전쟁기념관 등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다른 성격의 

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간섭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점에서 배제되면서 

최종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상지 선정기준에 모든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숲공원을 실험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실험대상지인 서울숲공원은 서울시 공원(2,810개소, 2015년 12월 기준)의 도

시공원(2,161개소)중 근린공원(398개소)에 속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시근린공

원이다. 서울숲공원은 환경보전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성수동 1가 일원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

였으며 그 규모는 용산 가족공원의 15배이면서 양재시민의 숲 공원의 4.5배에 

이르고 있는 대형공원이다(임혜진 등, 2006).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계획, 조성 당시부터 현재 관리·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서울시와 시민단체(서울숲 사랑모임)가 파트너쉽으로 진행

하고 있어 공원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이나 관리가 

다른 공원에 비해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서울숲 사랑모임의 주도로 

주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연 휴

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강남구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대상지이다.

2013년 가을에 서울숲공원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서울숲공원 전체의 탐방로

와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Fig.3-5>에 나타난 것처럼 서울숲 공

원은 문화예술공원(Park 1), 자연생태숲(Park 2), 자연체험학습원(Park 3), 습지

생태원(Park 4), 한강수변공원(Park 5) 등 총 5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시설로는 야외무대, 서울숲광장, 환경놀이터, 산책로, 이벤트마당, 곤충식물

원 등이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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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 Seoul Forest Park with 5 themes

면적이 약 15만평에 해당하는 480,994㎡로 규모적인 부분에서 서울의 조성

된 도시공원 중에 가장 넓은 공원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공원의 전 지역을 탐

방로로 설정하기에는 실험시간의 제약이 있기에 5개의 테마공원 중에 한 지역

을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첫 번째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원에서의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실험설계 

하였기에 최대한 기존 유사연구에서 연구대상지로 주로 선정되었던 산림과 생

태위주의 숲 체험지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숲공원 중에 자

연생태숲(<Fig. 3-5>의 Park 2), 자연체험학습원(<Fig. 3-5>의 Park 3), 습지생

태원(<Fig. 3-5>의 Park 4)은 제외되었다.

두 번째로 기존 공원의 기능이 두루 갖춰져 있는 다양한 공원체험활동이 가

능한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한강수변공원(<Fig. 3-5>의 Park 5)은 한강

둔치로써 운동체육시설과 잔디공원 위주로 조성된 곳이어서 다양한 공원체험활

동에 제약이 있어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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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기준은 기존의 공원 탐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도시공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실험장소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교통수단 및 시설과 인접성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코티솔의 경우 

동일시간대에 측정하면 되나 HRV의 경우 오후시간이 될수록 교감신경이 항진

되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공원체험한 후에 너무 오

랜 시간이 경과되면 직접적인 실험요소가 약화되고 다른 간접적인 요소가 개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험장소로의 이동이 최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로 이러한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지역

으로 서울숲공원 내에서 문화예술공원(<Fig. 3-5>의 Park 1)을 탐방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3.3. 실험 설계

<Fig. 3-6>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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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연구대상지인 서울숲공원 Park1지역에서 피험자 25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2014년 봄(3월초)), 본 실험(2014년 가을(10월초)) 총 2회 진행되었다.

공원체험하기 전에 심리 및 생리실험을 실험설계된 절차에 맞춰 진행하였고, 공

원체험한 후에 다시 심리 및 생리실험을 진행하였다(<Fig. 3-6>).

피험자는 실험 전날 실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학부모 동의서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실험동의서에 서명한 후에 실험에 참가하였다(Informed

consent). 공원 체험 전날 실험을 처음하는 경우 긴장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실험내용에 대한 설명 및 1차 예비 실험에서 체험한 피험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난 후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음날 공원 체험 활동 후 측정하는 동일한 시

간 때에 맞춰 각 측정지표별로 측정을 하였다.

<Fig. 3-7> Process of Experiment

<Fig. 3-7>에 나타난 순서대로, 먼저 피험자 전원을 대상으로 생리실험으로 

타액 중 코티솔 측정을 우선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코티솔 측정이 끝난 

후에 순서대로 생리실험하는 실험실에서 심박수(HR)를 측정한 후 심박변이도

(HRV)를 5분 동안 측정하였다. 특히 생리실험중 HRV측정에 있어 측정시간도 

소요되고 실험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피험자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따라서 기다리는 다른 피험자들은 심리실험을 하는 실험실에서 차례

대로 자아존중감(SEI)과 상태불안감(STAI)과 기분상태검사(POMS) 둥 심리실험

을 실시하였다(<Fi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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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오전에 모여 본격적인 공원 체험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새로

운 장소에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면 생기는 긴장감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공

원탐방 체험활동과 선호장소 신체활동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대상

지인 서울숲공원으로 출발하였다.

공원 체험은 공원에서 서울숲해설가와 서울숲도우미 함께 40분 동안 설계된 

공원탐방 체험활동을 통해 서울숲공원 Park 1지역을 전체적으로 함께 체험하였

고 그 후 20분 동안 공원탐방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4~5명씩 5개조로 각 조별로 

원하는 장소에서 활동하는 선호장소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원탐방 체험활동

을 통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접근시키고

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좀 더 체험활동하고 싶은 공간을 자유의지를 가지

고 선택할 수 있었다.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만을 하였으며, 어떠한 

체험 도구나 기구, 인위적인 레크레이션 및 게임프로그램 등 외부요인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은 배제시키고 공원자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만으로 

진행하였다.

공원체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120분이며 이 2시간 동안 피험자 모두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카페인 등의 섭취를 막기 위해 물만 섭취하였고 기타 약물이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Fig. 3-8>).

<Fig. 3-8> Park Experience Sequence & Estima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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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소에서 진행된 체험후 실험은 전날 실시되었던 체험전 실험 순서와 

요령대로 생리실험인 타액중 코티솔과 HRV 및 심박수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고 

생리실험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심리실험인 기분상태검사(POMS), 자아존중감,

상태불안감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실험설계 내용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의 

<Table 3-2>와 같다

Dates
1st Experiment March 2014
2nd Experiment October 2014

Sample
1st Experiment 10 (9 samples)
2nd Experiment 25 (23 samples)

Subject
Age 16±1

Gender 11 Boys and 12 Girls
Test Site Seoul Forest Park-District 1

Prior Test
Physiological Salivary Cortisol/HR/HRV
Psychological SEI/STAI-X1/POMS

Activities Park   
Activities

Park experience
Individual time in preferred location

Post Test
Physiological Salivary Cortisol/HR/HRV
Psychological SEI/STAI-X1/POMS

Analysis
Program SPSS 20.0
Method Parameter Statistics   / Paired t-test

<Table 3-2> Research Design

3.4. 공원 체험활동 적용

예비실험은 2014년 봄인 3월초에 실시하였는데 그 때 10명의 피험자가 참여

하였으며, 실험에 제대로 임해준 9명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분석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실험 때는 자원봉사자인 서울숲공원 해설가의 도움으로 

공원전체 설명과 대상지로 설정된 Park 1지역을 탐방하였는데, 탐방객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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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Preliminary Experiment Photo1

<Fig. 3-10> Preliminary Experiment Photo2

로 많이 다니는 대로위주로 탐방로를 설정하였으며,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해서 

방문자센터로 돌아오는 동선이었고 총 탐방시간은 40 여분 정도 소요되었다.

피험자들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면서(<Fig. 3-9>) 서울숲공원 해설가의 설명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공원체험보단 일정거리 도보 후 식생위주 지점에 

멈춰 주변 식물에 대해서 피험

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선의 거리

에 비해 탐방시간이 그만큼 많

이 소요되었다. 또한 공원시설 

체험보단 숲이나 생태체험 위

주의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피험자들도 있었

지만 일부 피험자들은 지루함

을 느끼기도 하였다. 전체 탐방

시간이 끝난 후 자유 시간을 

주었더니 그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원을 체험하기 시작

하였고 일부 피험자들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Fig. 3-10>).

예비실험에서도 본 실험에 

진행되는 사항과 똑같이 서울

숲공원에서 체험활동하기 전후

에 심리 및 생리평가를 실시하

였고 전문가와 의료기관을 통

해 결과데이터를 산출하였으

며, 이를 전문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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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실험을 통해 부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더 활용할

수 있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공원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험활동장소, 탐방동선, 체험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공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며, 공원탐방 체험활동과 선호장소 신체활

동, 각 특성에 맞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각각 40분과 20분씩 진행

하였다(<Fig. 3-11>).

<Fig. 3-11> Application of Parks Experience Activity(PEA) 
Program 

우선 탐방로 계획에 있어서 기존의 숲체험과 확연히 구분되는 공원에서 체

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균등하게 할 수 있으면서 실험시간 내에 효율

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동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 예비실험 동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 실험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동선에 맞게 원활한 

실험진행을 위해 동선에 따른 실험설계를 구상하였다.

다양한 공원 체험은 총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특징지을 수 있는데, 놀이터

구역, 수변시설구역, 잔디공원구역, 분수광장구역, 커뮤니티시설구역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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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ine:예비실험탐방로/Blue Line:본실험탐방로/Red Circle:출도착지)

<Fig. 3-12> Park Experience Activity(PEA) Program Trail

구체적인 탐방동선 계획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숲 체험과 구분되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

을 연결해주는 탐방로로 설정하였다. 각기 다른 공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총 

5개 활동지점31)을 설정하였고 각 지점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재설계하였다.

둘째,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탐방로를 구성하였

다. 예비실험에서는 넓은 주 보행로 위주 동선으로 진행되다보니 각 지점을 이

동할 때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지체의 원인제공을 하였다. 따라서 공간이동

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보행로를 최대한 줄여 구간에 따라 오

솔길이나 흙길, 소로 등을 이용하는 탐방로로 구성하였다.

셋째, 특정지역에 편중적으로 시간이 할애되어 다양한 공원시설의 균등한 체험

기회가 약화되고 선호지역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탐방 프로

30) 각 구역별 자세한 내용은 <Table 3-3>에 제시하였다.

31) 5개 활동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3-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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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Park Experience Photo1

<Fig. 3-14> Park Experience Photo2

그램의 전체소요시간을 설정하였고 이동시간과 각 지점별 설명시간을 통제하였다.

3.4.1. 공원탐방 체험활동

예비실험의 문제점을 보완하

고 탐방로를 수정한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험을 2014

년 가을인 10월초에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 25명, 프로그램인솔자 

2명, 프로그램도우미 3명, 서울숲 

사랑모임 관계자 2명, 서울숲공원 

해설가 1명 등 총 32명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숲공원 방문 

전날 생리 및 심리실험 측정시간대인 12~2시를 맞추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전

체일정을 진행하였다.

수정 설계된 탐방로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공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징적

인 각기 다른 성격의 5군데 구역에서 멈춰서 직접 체험하거나 앉거나 서서 설

명을 들었다. 각 구역별로 최대한 같은 시간(5~7분)만큼 할애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이동하는 데 분배되었다.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예비 실험 

때인 봄에 비해 본 실험 때는 초가을

이라는 계절의 특징상 식생이 풍성하

여 식생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5분정도 초과되었

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구역에서도 

식생 자체의 관점보다 자연을 느끼면

서 시를 감상하는 등 활동프로그램위

주로 진행되었다. 이동시 빠른 진행을 

권유하였고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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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예비실험에 비해 피험자의 집중도가 더 좋아졌으며, 그로 인해 각 구역

별 설명에 대해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체험 내내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보다 적

극적인 공원체험활동을 하였다(<Fig. 3-14>).

3.4.2. 선호장소 신체활동

(Red Line:체험활동 프로그램 탐방로/Yellow Circle:선호장소)

<Fig. 3-15> Preferred Locations

예비실험 때 전체공원 탐방 후 반응이 좋았던 자유시간을 본 실험에서 선호

장소 체험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으며, 예비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20분을 

주었으며, 공원탐방 체험활동에서 경험했던 곳 중에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을  자

유의지로 선정하게 하여 선호장소에서 편하게 공원체험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진행하였으며, 원하면 장소를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구역별로 나타난 특징

을 살펴보면 <Table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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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공원
요소 현황 사진 신체 활동 선호학생

유형

A

놀이
시설
구역

숲속놀이터지역으로 거대한 미

끄럼틀 2개소와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엑티비티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

물을 이용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구역 

활달하고

적극적인

남학생

위주로

장소선호

B

수변
시설
구역

수변시설주변에 위치하여 정적

으로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벤치와 동적인 수변놀이터 등 

다양한 액티비티 가능한 구역

정적이고

차분한

여학생

위주로

장소선호

C

잔디
공원
구역

야외무대와 이어진 잔디광장으

로 중강도 신체활동과 더불어 

피크닉 등의 액티비티가 함께 

가능한 구역

활동적인

성향의

남녀학생

위주로

장소선호

D

분수
광장
구역

분수이용 물놀이활동, 광장활용

놀이활동 등 역동적인 활동과 

광장경계 벤치를 이용한 오픈스

페이스의 경관감상 정적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구역

활동적

감상적

남녀학생

위주로

장소선호

E

커뮤
니티
시설
구역

출발과 도착장소인 방문자센터 

주변 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변 

벤치에서 휴식이나 사색을 취하

는 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구역

활동을

싫어하는

남학생

위주로

장소선호

<Table 3-3> Park Physical Activity in Preferr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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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평가 도구

3.5.1. 생리 실험

생리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는 <Table 3-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는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예비실험을 통하여 단기

간의 자극에 대한 쾌적성의 반응이 뛰어나며, 현장에서의 사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Physiological index
Measuring or collecting 

equipment

Endocrine
system 
activity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

No. 51.1534, Sarstedt, 
Numbrecht, Germanay

Autonomic
nervous 
activity

Heart rate ES-P2100, Terumo, Japan

Heart rate variability
Activetracer AC301A, GMS, 

Tokyo, Japan

<Table 3-4> Measured physiological indices

1) 타액중 코티솔 농도 (Salivary Cortisol)

본 연구에서는 Cortisol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은 샘플 수집 1시간 전부터는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였다. Cortisol

검사를 위한 타액 채취 30분 전에 검사자는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였으며, 입을 

헹군 후 껌, 커피, 과자, 음주,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양치질 또

한 피하도록 하였다. 코티솔 수준은 24시간 주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체험 전

과 체험 후 동일한 시간대에 코티솔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타액 채취용기(No.

51.1534.500, SARSTEDT, Nümbrecht, Germany)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흡수

용 면봉이 포함된 Salivette을 통해 채취하였다. 김선아 등(2015a)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채취법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자의 혀 밑에서 약 2ml의 타액을 채취하

였으며 면봉에 흡수된 타액 시료는 전용튜브로 분리한 후 (주)한국칼캠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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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 kit를 이용하여 효소면역법(EIA, Enzyme Immunoassay)으로 분석하였다.

최산호(201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높고, 오염지가 용이한 Salivette system을 이용하여 타액을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튜브의 뚜껑을 열고, 튜브 안에 있는 스펀지를 튜브의 입구 쪽으로 노출

시켰다.

② 튜브를 거꾸로 하여 손의 접촉 없이 스펀지를 입 안으로 직접 넣었다.

③ 입에 있는 스펀지를 입안의 좌우로 움직이면서, 2분 동안 매우 부드럽게 

씹은 후 손의 접촉 없이 튜브 안에 집어넣었다.

④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 피험자의 이름, 생일, 수집일, 수집시간을 기록하

였다.

2) 심장박동수 (HR)

본 연구에서 피험자의 심박수 측정은 휴대용 디지털 혈압측정계(ES-P2100,

Terumo, Japan)를 이용하여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 심박변이도 (HRV) – HF성분, LF/HF 성분 

본 연구에서는 심박변이도 측정을 위해 3채널 전산화 심전도 측정 시스템인 

휴대용 심전도 모니터(Activetracer AC301A, GM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R-R간격을 연속적으로 계측하였다. 양팔목, 양발목에 전극을 부착하는 표준사지

유도법에 의해 Lead I ,II, III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며, 측정된 심전도 데이터는 

컴퓨터로 저장된다. 사지전극 부착방식이므로 착의/착석상태에서도 심전도 측정

이 가능한 방식이다.

검사 전 유의사항으로 검사는 오후 늦을수록 교감신경 항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오후 1시

전후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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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HRV 
Measurement

임하도록 하였으며, 2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

를, 12시간 전에는 커피(카페인), 흡연, 약물 섭취 

등을 금하게 하였다. 검사를 준비(전극, 센서 부

착 등)하면서 주의사항 및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피험자가 검사 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검사전 최소한 5분 이상 준비 시간을 갖은 후에 

검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검사실 환경으로 조명은 밝게 유지하며, 형광

등 이외의 광원을 제거하고 검사 중에는 사람의 

출입이나 동작을 금하게 하였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온도는 더위나 추위를 느끼지 않는 실

내온도인 20~25도 가량, 무풍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검사 진행 중 유의사항으로 HRV는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반적으

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임

상에서도 측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편안

한 마음, 자세, 호흡 등 평소상태를 유지하고 피험자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서 검사를 받는 동안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대화 또한 금하

게 하였다. 시선은 검사 장비 쪽 보다는 검사실 벽면 쪽 응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HRV를 최대 엔트로피법을 이용하여(Memcalc/Win,

GMS, Tokyo, Japan), 저주파(LF) 성분, 고주파(HF) 성분, 그리고 2개 성분의 

비율(LF/HF)을 산출하였다(Task Forc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and the North American Society of Pacing and

Electrophysiolog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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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Psychological Test

3.5.2. 심리 실험

심리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는 

<Table 3-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지표는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공원 체험활동의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와 불안정

도 측정에 뛰어난 지표를 선정하였다.

Psychological index Measuring tool

자아존중감(SEI) Coopersmith SEI(한국판)

상태불안감(STAI) STAI-X1(일본어판) 번역

기분상태검사(POMS) POMS단축판(일본어판) 번역

<Table 3-5> Measured Psychological indices

1) 자아존중감 (the Coopersmith SEI)

본 연구에서는 강종구(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연구에

서 적용되고 있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번역한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Coopersmith(1967)에서는 0.86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0.923, 자기비하 

0.869, 타인과의 관계 0.810, 지도력과 인기 0.762, 자기주장과 불안 0.681이었

다.

2) 상태불안감 (STAI-X1)

본 연구에서는 송초롱 등(2015)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일본어판 상태불안척

도(STAI-X형)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Shimizu and Imae, 1981). 본 연구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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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하는 불안은 공원 체험 전후에 변화되는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불안이므로 개인의 고유의 불안 성향을 측정하는 특성불안문항

(STAI-X2)을 제외한 상태불안문항(STAI-X1)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Chronbach‘s α는 0.879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분상태검사 (POMS Japan)

본 연구에서는 송초롱 등(2015)의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 사용된 기분

상태검사 척도로서, 피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0항목으로 구성된 일본어

판 POMS 단축판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Yokoyama et al., 1990), 각 척도별

로 합계 점수를 계산한 뒤, T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는 

하위 요인인 긴장 0.848, 우울 0.840, 분노 0.809, 활기 0.824, 피로 0.735, 혼돈 

0.693으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자료 분석

통계 해석은 SPSS 20.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공

원 체험활동 전·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리평가와 심리평가 지표에 관해

서는 모수통계법인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공원 체험활동에 의해 청소

년은 생리적,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단측 검정32)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2) 통계적 추측법의 하나로 표본을 통하여 가설의 신뢰도를 점검할 때, 검

정량이 어떤 수치보다 큰 경우, 혹은 작은 경우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설을 검증

하는 방식을 단측검정, 편측검정이라고 한다.(과학백과사전, 사이언스올, 한국과

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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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서의 체험활동이 스트레스에 미

치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강남

구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25명(실험결과반영 피험자 23명)을 대

상으로 서울숲공원에서 공원탐방 체험활동과 선호장소 신체활동으로 구성된 공

원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사전과 사후에 생리실험의 타액중 코티솔 농도

(Salivary Cortisol), 심장박동수(HR), 심박변이도(HRV)와 심리실험의 자아존중

감(SEI), 상태불안감(STAI-X1), 기분상태검사(POMS)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심박변이도와 심장박동수 결과는 해당 전문가와 전문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분

석하였으며, 코티솔 농도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심리실험결과들은 

각각 코딩작업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

과들은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유의성을 평가하여, 각각 결과 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분석된 결과들을 산림자원분야와 생활체육분야에서 연구된 결과들과 비교하

였으며 측정지표별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피험자 특성별 고찰하였다.

4.1. 공원체험 생리평가

공원 체험활동에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중 코티솔 농도(Salivary

Cortisol)를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된 심장박동수(HR)와 자율신경계 활동 중 부

교감신경계 활성의 지표인 HF성분(High Frequency)과 LF/HF(Low/High

Frequency) 성분을 측정된 심박변이도(HRV)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4.1.1. 타액중 코티솔 농도 (Salivary Cortisol)

본 연구의 생리실험 중 타액 중 코티솔의 농도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4-1>에 나타난 것처럼 공원 체험활동 전에 0.35 µg/dl에서 체험활동 후에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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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g/dl로 <Fig. 4-1>에서 보듯이 유의하게 낮아졌다(p=0.024〈0.05).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몸이 긴장해 있을 때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 실험결과를 

통해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을 낮춰준 것으로 

이는 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Mean±SD, N=23. *:p<0.05)

<Fig. 4-1> Changes of ‘Cortisol’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산림자원분야에서 숲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가 낮아지

는 결과를 도출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보구와 이형환(2012)에서는 0.261

µg/dl에서 숲 체험 후에 0.218 µg/dl로, 김선아 등(2015b)에서는 0.202µg/dl에서 

숲에서 캠프 후에 0.178 µg/dl로 낮아졌다. 산림지역에서 경관감상 후에 나온 결

과와도 일치하는데, 송초롱 등(2015)에서는 0.17µg/dl에서 산림지역에서 경관감상 

후에 0.12 µg/dl로 낮아졌으며, 김정호 등(2013a)에서는 0.239 µg/dl에서 녹지경

관 조망 후에 0.169 µg/dl로 낮아졌다.

생활체육분야에서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코티솔 농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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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창준 등(2015)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축구 운동을 통해, 문채련(2009)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현대무용 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이선애(2010)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파크골프 운동프로

그램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Cortisol
before 0.35(µg/dl) 0.11

2.42 22 0.024*
after 0.28(µg/dl) 0.08

*p<0.05

< Table 4-1 > Comparisons of ‘Cortisol’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완화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와 종합해보면 

생리평가지표로 코티솔 농도를 측정한 경우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저감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외부의 자극 유형에 따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자연경관의 조망 등의 정적인 활동, 산책, 걷기 등의 저강

도 신체활동, 숲 체험, 산림체험프로그램, 캠프체험 등의 중·저강도 신체활동,

축구 등의 중·고강도 신체활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피험자들이 긴장이 

완화되어 스트레스 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생리실험에서 

코티솔측정결과 기존 연구 대상지가 아닌 공원에서의 체험활동도 스트레스 완

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체험전의 코티솔 평균 수치는 대부분 0.30 µg/dl미만을 기록

하고 있는데, 본 실험의 피험자들의 공원체험 전, 즉 평상시의 코티솔의 수치는 

0.35 µg/dl로 다른 연구의 피험자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피험자인 강남권 청소년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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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심장박동수 (HR)

본 연구의 생리실험 중 심장박동수(HR)를 비교해보면 < Table 4-2 >과 <

Fig. 4-2 >에 나타난 것처럼 공원 체험활동 전에는 평균 81.85 bpm이였던 심장

박동수가 체험활동 후에는 평균 75.18 bp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24〈0.05). 피험자 모두 심장박동수 정상 범위인 60~100회/분으로 측정

되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의 측정치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

후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심박수가 느려져서 차분하고 보다 편안해졌음을 나

타내고 있다.

(Mean±SD, N=23. *:p<0.05)

<Fig. 4-2> Changes of ‘HR’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산림자원분야에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숲 체험을 통해 심박수가 감소하

여 안정화된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이 있다(Morris, 1953; 이보구와 이형환,

2012; 송초롱 등, 2015).

생활체육분야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활동시간이나 운동을 통해 심박수

가 감소하여 안정 시에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된 연구들이 다수 있다(Roudedge,

Campbell, McFetridge-Durdle, & Bacon, 2010; 정일규와 윤진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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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HR
before 81.85 (bpm) 12.59

2.43 22 0.024*
after 75.18 (bpm) 6.69

*p<0.05

< Table 4-2 > Comparisons of ‘Heart Rat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기존 연구에서 숲 체험이나 운동 등을 통해 심박수가 안정된 것처럼 본 연

구에서도 공원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공원체험 전이나 후의 심박수 평균 수치

가 다른 연구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송초롱 등(2015)의 연

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평소의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77.0 bpm을 기록했으며 산림지역에서 측정한 심박수는 71.3 bpm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피험자의 평상시 심박수의 범위는 70~80 bpm

인데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체험 전 심박수는 81.85 bpm를 기록하고 있다. 이

는 코르솔의 체험 전 농도와 같은 맥락에서 피험자인 강남권 청소년들이 평소

에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긴장감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1.3. 심박변이도 (HRV) - HF성분 & LF/HF성분

1) HF성분

본 연구의 생리실험 중 심박변이도(HRV) 측정실험을 통해 도출된 HF성분

을 살펴보면 <Table 4-3>와 <Fig. 4-3>에 나타난 것처럼 공원 체험활동 전에 

521.64(msec2)에서 후에 767.97(msec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p=0.039〈0.05). 이는 공원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가 안정될 때

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긴장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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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HF

(HRV)

before 521.64(msec2) 419.59
-2.19 22 0.039*

after 767.97(msec2) 375.51

*p<0.05

 < Table 4-3 > Comparisons of ‘HF’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Mean±SD, N=23. *:p<0.05)

< Fig. 4-3 > Changes of ‘HF’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2) LF/HF성분

LF/HF ratio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의미하며, LF/HF값이 증가하면 교감신

경 쪽으로 편향되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감소하면 부교감신경 쪽으로 편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생리실험 중 심박변이도(HRV) 측정실험을 통해 도출된 LF/HF성

분을 살펴보면 <Table 4-4>와 <Fig. 4-4>에 나타난 것처럼 공원 체험활동 전에 1.81에

서 후에 1.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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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HRV 

(LF/HF)

before 1.81 1.00
3.45 22 0.002**

after 1.21 0.76

**p<0.01

< Table 4-4 > Comparisons of ‘LF/HF’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Mean±SD, N=23. **:p<0.01)

<Fig. 4-4> Changes of ‘LF/HF’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산림자원분야에서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산림 내 

활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Hartig et al., 2003; Laumann

et al., 2003; 박범진 등, 2012; Tsunetsugu et al., 2013; 송초롱 등, 2015; 엄문

선 등, 2015 등)에서도 산림 내 활동이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통해 생리적으

로 안정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림 경관 감상이나 산책 활동이 도

시민의 심리적 및 생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이민선 등,

2011; 송초롱 등, 2013; 박범진 등, 2014 등)에서도 생리적으로 안정감을 향상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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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분야에서 HRV를 활용한 유사 연구를 살펴보면 서정표와 김현준

(2014)에서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200명 중 60명을 대상으로 20

명씩 신체활동 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HRV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여고생의 신체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

되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증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여고생

들의 신체활동정도의 증가가 생리적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를 도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선

행연구와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Norris, Carroll, & Cochrane, 1992;

Zuzaneka, Robinsonb, & Iwasakic, 1998).

HRV측정을 통해 도출된 HF성분과 LF/HF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

존 연구에서 산림 내 활동이나 신체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동이 억제됨과 동시에 부교감신경활동

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원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신체

를 긴장상태에서 완화시켜주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산림 내 활동이나 신

체활동을 통해 대부분 HF성분은 높아지고 LF/HF성분이 낮아졌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HF성분(p<0.05)과 LF/HF성분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LF/HF성분의 경우 높은 유의성(p<0.01)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숲 체험, 산림경관 감상이나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심리적 안정의 효과

에 비해 공원체험활동이 신경활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4.1.4. 소 결

위의 언급한 생리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4-5>와 같다. 공원체험은 체

험전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를 유의하게 낮추어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박수도 안정화되었으며 교감신경계활동을 유의하게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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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키고 부교감신경계활동을 유의하게 활성화시켰다. 생리검사 결과 공원체험

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낮추어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Cortisol
before 0.35(µg/dl) 0.11

2.42 22 0.024*
after 0.28(µg/dl) 0.08

HR
before 81.85 12.59

2.43 22 0.024*
after 75.18 6.69

HF
before 521.64(msec2) 419.6

-2.19 22 0.039*
after 767.97(msec2) 375.51

LF/HF
before 1.81 1.00

3.45 22 0.002**
after 1.21 0.76

**p<0.01, *p<0.05

<Table 4-5> Comparisons of ‘Physiological Experiment’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본 연구의 생리실험을 통해 드러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체험 전인 평소에 피험자인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스트레스 수

치인 코티솔의 농도와 심박수가 다른 연구의 피험자들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민희 등(2015)에서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산림체험프로그램 전후에 코티솔농도가 0.365 µg/dl에서 0.275 µg/dl로 

낮아졌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인 정신과 입원환자의 평소의 코티솔 농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0.365 µg/dl를 나타냈었는데 본 연구에서 0.35 µg/dl

를 기록하였다. 심박수 평균수치 또한 체험 전에 80 bpm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본 실험의 피험자인 청소년들이 교육열이 치열한 강남 8학군에 거주하

고 있어 평소에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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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HRV를 측정해서 HF성분과 LF/HF성분을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모두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의 경우 숲 체험, 산

림경관 감상이나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의 효과는 유발하였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정도로 신경활동의 큰 변화를 주지는 못

했다. 기존 연구의 실험에서 체험활동은 주로 자연경관 감상, 숲 체험, 도보나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 등 하나나 두 가지의 체험활동만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

의 차별성은 공원 체험활동을 통해 기존 연구의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공원만의 차별적인 특징인 다양한 시

설과 공간을 통해 복합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연구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정도로 신경활동이 안정화되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저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 도시공원 체험활

동이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생리적으

로 입증해주었다.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서 생리실험 측정지표별로 모두 

유의성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연구보다 높은 코티솔 농도와 심박수로 

알 수 있었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강남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숲이나 운동장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활

동을 새롭게 시도된 도시공원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너

지효과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4.2. 공원체험 심리평가

심리실험의 측정지표로서 자아존중감(SEI), 상태불안감(STAI-X1), 기분상태검

사(POMS)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4.2.1. 자아존중감 (SEI)

본 연구의 심리실험 중 자아존중감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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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에서 보듯이 69.22에서 공원 체험활동 후에 74.96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32).

(Mean±SD, N=23. *:p<0.05)

<Fig. 4-5> Changes of ‘SEI’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체험활동 후의 자아존중감이 체험활동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공원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긴장-불안감과 우울감이 회복되어 청소년 자신에 

대한 감정과 정서가 긍정적인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신감과 자긍심

이 회복되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SEI
before 69.22 10.97

-2.29 22 0.032*
after 74.96 8.27

*p<0.05

<Table 4-6> Comparisons of ‘SEI’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산림자원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 등(2015a)에서는 지역아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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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아동을 대상으로 숲 체험 캠프롤 통해 2.94에서 3.08로, 류시영과 김미희

(2012)에서는 그린캠프에 참가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을 통해 4.718에서 

4.897로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다른 분야의 연구사례에서도 정용선과 김선

희(2015)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26.73에서 28.73로 상승하였

다.

본 연구의 심리실험 중 자아존중감 검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서 사용되는 측정지표로서 기존의 연구에서의 숲 체험이나 캠프, 생태체험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유의정도

와 높아진 비율도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범위와 유사하여 본 연구만의 

차별적인 특징은 없었다.

4.2.2. 상태불안감 (STAI-X1)

본 연구의 심리실험 중 상태불안감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7>와 

<Fig. 4-6>에 보듯이 체험 전에 44.13점에서 공원 체험활동 후에 38.5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3). 이러한 결과는 생리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불안상태를 감소

시키고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STAI-X1
before 44.13 8.16

2.70 22 0.013*
after 38.57 8.88

*p<0.05

<Table 4-7> Comparisons of ‘STAI-X1’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산림자원분야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는 송초롱 등(2015)에서 대학생 11명

을 대상으로 산림 내 호수주변에서 산책과 경관감상을 통해 46.5점에서 35.8점

으로, 이보구와 이형환(2013)에서 성인 31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통해 47.45

점에서 43.81점으로 낮아져서 불안상태의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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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엄문설 등(2015)에서 그린캠프 참가한 여고생을 대상

으로 생태체험을 통해, 김민화(2014)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통해 부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Mean±SD, N=23. *:p<0.05)

<Fig. 4-6> Changes of ‘STAI-X1’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본 연구의 심리실험 중 상태불안감 검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숲 체험

이나 그린 캠프를 통해 불안 상태가 안정화되었다는 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다

른 연구에 비해 공원체험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4.2.3. 기분상태검사 (POMS)

기분상태검사는 긴장-불안(Tension and Anxiety), 우울(Depression), 분노

(Anger and Hostility), 활기(Vigor), 피로(Fatigue), 혼란(Confusion) 그리고 종

합정서장애(Total Mood Disturbance, TMD)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1) 긴 장–불 안 (Tension and Anxiety: T-A(POMS))

공원체험활동전과 후에 평가된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긴장-불안의 결과를 



- 78 -

<Table 4-8>과 <Fig 4-7>에 나타내었다. 공원체험활동 후의 긴장-불안 측정결

과는 체험활동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3).

(Mean±SD, N=23. *:p<0.05)

<Fig. 4-7> Changes of ‘T-A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T-A

(POMS)

before 6.04 4.88
2.72 22 0.013*

after 2.83 3.46

*p<0.05

<Table 4-8> Comparisons of ‘T-A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2) 우 울 (Depression: D(POMS))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우울의 결과를 <Table 4-9>과 <Fig.4-8>에 나타내었다.

공원체험활동후의 우울 측정결과는 긴장-불안감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험활동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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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D

(POMS)

before 4.83 4.59
3.36 22 0.003**

after 1.96 2.50

**p<0.01

<Table 4-9> Comparisons of ‘D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Mean±SD, N=23. **:p<0.01)

<Fig. 4-8> Changes of ‘D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3) 분 노 (Anger and Hostility: A-H(POMS))

공원체험활동 전과 후에 평가된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분노의 결과를 <Table

4-10>과 <Fig. 4-9>에 나타내었다. 공원체험활동후의 분노 측정결과는 체험활동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A-H

(POMS)

before 3.39 3.23
1.44 22 0.164

after 0.04 3.18

<Table 4-10> Comparisons of ‘A-H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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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D, N=23)

<Fig. 4-9> Changes of ‘A-H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4) 활 기 (Vigor: V(POMS))

공원체험활동 전과 후에 평가된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활기의 결과를 <Table

4-11>과 <Fig. 4-10>에 나타내었다. 공원체험활동 후의 활기 측정결과는 분노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원체험활동 후의 활기는 체험활동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V
(POMS)

before 11.26 4.26
-1.42 22 0.171

after 13.09 5.12

<Table 4-11> Comparisons of ‘V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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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D, N=23)

<Fig. 4-10> Changes of ‘V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5) 피 로 (Fatigue: F(POMS))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피로의 결과를 <Table 4-12>과 <Fig. 4-11>에 나타내

었다. 공원체험활동 후의 피로 측정결과는 체험활동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9). 기분상태검사(POMS)의 하위요소 

중 피로항목에서 다른 요소에 비해 유의성 정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는 실

험대상 청소년들의 평소의 피로도가 그만큼 높았으며, 공원체험활동을 통해 피

로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F
(POMS)

before 6.91 4.34
2.89 22 0.009**

after 4.35 2.99

**p<0.01

<Table 4-12> Comparisons of ‘F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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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N=23. **:p<0.01)

<Fig. 4-11> Changes of ‘F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6) 혼 란 (Confusion: C(POMS))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혼란의 결과를 <Table 4-13>과 <Fig, 4-12>에 나타내

었다. 공원체험활동 후의 혼란 측정결과는 체험활동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ean±SD, N=23)

<Fig. 4-12> Changes of ‘C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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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C
(POMS)

before 6.96 4.12
1.73 22 0.098

after 5.48 3.82

<Table 4-13> Comparisons of ‘C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7) 종합정서장애 (Total mood disturbance: TMD(POMS))

기분상태검사에 의한 종합정서장애의 결과를 <Table 4-14>과 <Fig. 4-13>

나타내었다. 공원체험활동 후의 종합정서장애 측정결과는 체험활동 전과 비교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4).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TMD
(POMS)

before 16.87 19.72
3.17 22 0.004**

after 3.57 14.06

**p<0.01

<Table 4-14> Comparisons of ‘TMD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Mean±SD, N=23. **:p<0.01)

<Fig. 4-13> Changes of ‘TMD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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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심리실험 중 기분상태검사인 POMS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15>에서 보듯이 공원 체험활동 후에 긴장-불안(T-A)은 6.04에서 2.83

으로, 우울(D)은 4.83에서 1.96으로, 분노(A-H)는 3.39에서 0.04로, 피로(F)는 

6.91에서 4.35로, 혼란(C)은 6.96에서 5.48로, 종합정서장애(TMD)는 16.87에서 

3.57로 낮아졌으면 활기(V)는 11.26에서 13.09로 높아져서 공원 체험활동이 심

리상태에 안정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음을 보여주고 있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T-A
before 6.04 4.88

2.72 22 0.013*
after 2.83 3.46

D
before 4.83 4.59

3.36 22 0.003**
after 1.96 2.50

A-H
before 3.39 3.23

1.44 22 0.164
after 0.04 3.18

V
before 11.26 4.26

-1.42 22 0.171
after 13.09 5.12

F
before 6.91 4.34

2.89 22 0.009**
after 4.35 2.99

C
before 6.96 4.12

1.73 22 0.098
after 5.48 3.82

**p<0.01, *p<0.05

<Table 4-15> Comparisons of ‘POM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y(PEA)

이러한 결과는 산림자원분야에서 숲의 환경이 긍정적인 감성을 유발하고 부

정적인 감성을 낮추는 등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엄판도와 황민철(2015)에

서는 남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계곡과 임동의 경관감상을 통해, 김영규 등

(2015)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숲 활동을 통해, 정미애 등(2013)에서는 29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대상지로 산림지역 걷기 체험을 통해, 김정호 등(2013)에서

는 성인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녹지경관 감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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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리적 부정적인 감정들은 완화시키거나 개선시켜주고 활력은 높여주는 

등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다른 연구사례에서도 산림지역 등의 숲 환경을 통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Van den Berg et al., 2003; Hartig et al., 2003; Wells and Evans, 2003; 양

은석 등, 2011; 지경배 등, 2012; 김경목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기분상태검사(POMS)의 하위요소 중에 긴장-불안(T-A), 우울

(D), 피로(F), 종합정서장애(TMD)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왔으며, 분노

(A-H), 혼란(C), 활기(V)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기분상태검사(POMS)의 

경우 실험의 특성에 따라 모든 하위요소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

를 도출한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호 등(2013)의 도시 녹지경관 조

망을 통한 연구에서는 긴장-불안(T-A), 우울(D), 피로(F), 혼란(C), 종합정서장애

(TMD)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민선 등(2011)의 산림녹지 조망 및 

관찰을 통한 연구에서는 우울(D), 분노(A-H), 피로(F), 혼란(C)의 하위요소에서

만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하위요소인 긴장-불안

(T-A), 우울(D), 피로(F), 종합정서장애(TMD)는 주로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요소들로 상태불안감과 더불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

지표들이다. 반면 보다 강한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분노(A-H), 혼란(C), 활기(V)

등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측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지

표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그만큼 자극적인 외부자극이 필

요한데, 그러기에는 공원 체험활동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2.4. 소 결

공원체험활동 전과 후의 심리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4-16>과 같다. 공원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몸과 마음의 정신적, 정서적 갈등으로 겪는 심리적

인 불안, 우울 및 피로감에서 벗어나 잃었던 자신감과 자긍심을 회복시켜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원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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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우울감, 피로감을 회복시키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감정과 정서의 긍

정적인 변화로 스트레스를 낮추어 정서장애를 회복시키고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Varianc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df p-value

SEI
before 69.22 10.97

-2.29 22 0.032*
after 74.96 8.27

STAI-X1
before 44.13 8.16

2.70 22 0.013*
after 38.57 8.88

TMD
before 16.87 19.72

3.17 22 0.004**
after 3.57 14.06

<Table 4-16>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Experiment’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ark Experience Activities(PEA)

*p<0.05, **p<0.01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감 검사 결과 공원체험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

상되었고 불안감이 안정화되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만의 특성은 도출되지 않

았다.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기분상태검사 결과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성 있게 나온 하위요소는 긴장-불안, 우울, 피로, 종합정서장애로 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혼란, 분노, 활기 등의 하위요소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공원체험 활동 전후에 차가 크지 않아서 통계적

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혼란, 분노, 활기는 주로 감정의 기

복이 큰 하위요소들로 공원체험활동을 통해 큰 차이를 보이기에는 활동의 성격

상 적절하지 않다. 공원 체험활동을 통해 긴장불안이 안정화되고 피로가 개선되

어 우울한 감정이 점차 사라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과정

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분상태검사에서 유의성 또한 높은 결

과가 나타난 것을 통해 공원체험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

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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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생리실험과 함께 심리실험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생리실험에서 

측정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으로 결과 고찰에 있어서 생리실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피험자가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감에서도 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기분상

태검사의 경우 오히려 생리실험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를 본 피험자들에게

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원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스

트레스 완화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생리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

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였다.

4.3. 실험결과에 관한 피험자별 고찰

피험자 학년 성비 거주지 학력수준 행동/성향/감정 선호지역
1번 고1 여 압구정동 하 소극/내성/부정 B 구역
2번 고1 여 잠원동 상 적극/외향/긍정 B 구역
3번 중2 여 잠원동 중 적극/외향/기복 C 구역
4번 중2 여 잠원동 중 소극/내성/부정 E 구역
5번 고1 여 압구정동 중 소극/외향/긍정 B 구역
6번 고1 남 반포동 상 소극/내성/얌전 D 구역
7번 중3 남 반포동 상 적극/외향/긍정 A 구역
8번 고1 남 압구정동 상 소극/내성/부정 D 구역
9번 고1 남 반포동 상 적극/외향/긍정 E 구역

10번 고1 남 잠원동 하 소극/내성/부정 E 구역
11번 중2 여 잠원동 하 소극/내성/긍정 A 구역
12번 중2 남 반포동 하 소극/외향/부정 A 구역
13번 중2 여 압구정동 중 소극/외향/긍정 B 구역
14번 중3 여 잠원동 중 적극/외향/기복 C 구역
15번 중3 남 반포동 상 소극/내성/개인 E 구역
16번 중2 남 반포동 중 적극/외향/기복 A 구역
17번 중3 남 잠원동 상 적극/내성/긍정 B 구역
18번 중3 여 잠원동 상 소극/내성/얌전 C 구역
19번 중2 남 압구정동 중 소극/내성/부정 E 구역
20번 고1 남 압구정동 중 소극/내성/부정 D 구역
21번 고1 여 반포동 상 적극/외향/얌전 D 구역
22번 중3 여 잠원동 중 적극/외향/기복 C 구역
23번 중3 여 반포동 상 적극/외향/개인 C 구역

<Table 4-17>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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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 중 생리실험 결과에 있어서 피험자별로 

분석해보고 이에 대해 고찰을 하위요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Table

4-17>와 같이 실험참가자 중 실험결과반영 참가자 23명에 대한 정보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생리 및 심리실험 결과에 관한 피험자별 성향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생리실험 중 코티솔 농도에 대해 23명 중 17명에게서 공원

체험 후에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효과가 더욱 컸던 3, 13,

14, 16, 22, 23번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중학교 2~3학년으로 16번만 

제외하면 모두 여학생이다. 공통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자신의 감

정을 잘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푸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선호지역 

선택에 있어서 주로 잔디공원구역(C)을 택하여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한 학생들이

었다.

코티솔 농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7번 학생을 제외한 오히려 다소 농도가 

증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1, 4, 8, 10, 19번 학생들을 살펴보면 대부

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보

였다. 공원체험 활동 중 선호지역에 있어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커뮤니티 시

설구역(E)에서 주로 개별적으로 정적인 신체활동을 하였다.

둘째, 심박수에 대해 23명중 17명에게서 심박수 감소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

으며, 이 중 보다 효과가 두드러졌던 14, 16, 22번 학생들을 살펴보면 주로 적극

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선호지역 활동에서 잔디공원구역

(C)을 택하여 달리기 등 중강도 신체활동을 했었으며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풀 줄 아는 학생들이었다.

심박수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2, 4, 12, 13, 15, 19번의 

6명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주로 성격은 내성적이지는 않지만 2번을 제외하곤 대부

분 활동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많았으며 

선호지역 활동에서도 커뮤니티 시설구역(E)을 택한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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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HRV측정을 통해 도출된 HF성분에 대해 23명의 피험자 중에 20명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그 중에서 HF성분이 많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컸던 2, 7, 17, 23번 학생들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성향이면서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리드하려는 기질이 강한 학생들이다.

학교 성적에 있어서도 주로 상위권에 속해있다.

HF성분이 오히려 감소하여 이 요소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던 4, 15, 19번 3

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중학생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

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선호지역 활동에서도 멀리 떨

어지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구역(E)에서 주로 개인적으로 있었던 학생들이었다.

넷째, HRV측정을 통해 도출된 LF/HF성분에 대해 23명중 19명에게서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 LF/HF성분이 많이 감소하여 스트레스 완화 효과

가 컸던 2, 8, 17번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감소한 학생그룹 중 큰 수치의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아 두드러진 특징이지는 않지만 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선호지역 활동 시 주로 수변시설구역(B)이나 분수광장구역(D)을 선택하여 활동적

이기 보다 앉아서 주로 담소를 나누면서 차분한 시간으로 보냈으며, HF성분과 

마찬가지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학생들로 성적 또한 우수한 학생들이다.

LF/HF성분이 증가하여 이 요소에 대해 효과가 적었던 1, 3, 5, 9번 4명의 학

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9번을 제외하고 여학생들이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들만

의 공통된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 중 심리실험 결과에 있어서 피험자별로 

분석해보고 이에 대해 고찰을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에 대해 23명의 피험자 중 16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났으며 그 중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난 3, 7, 16, 22번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피험자 중에서 가장 활달하고 자기감정 표현이 확실하며 적극적인 학생들

로 선호지역에 있어서도 놀이시설구역(A)과 잔디공원구역(C)에서 중강도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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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이 감소하여 효과를 보지 못한 4, 10, 12, 14, 17, 20, 21번 7명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진행된 모든 실험 중에 효과를 보지 못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감소한 수치의 폭은 크지 않았으며, 14와 17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극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학

생들이다.

둘째, 상태불안감에 대해 23명의 피험자 중 18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났으며 그 중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난 1, 2, 17번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

로 고등학교 1학년학생으로 공원체험의 선호지역에서 수변시설구역(B)을 선택하

여 주로 경관감상 등의 정적인 활동을 했으며 차분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이다.

상태불안감이 증가하여 효과가 덜 했던 3, 10, 14, 20, 21번 5명의 피험자에 

대해 살펴보면 10, 20, 21번의 고등학생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은 학생

들이고 3, 14번 학생은 활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차분한 면이 부족하고 감정

의 기복이 심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다.

셋째, 기분상태검사 중 전체적인 면을 반영하는 종합정서장애에 대해 23명의 

피험자 중 17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 4, 14, 15, 19번의 특성을 살펴보면 14번을 제외하고는 다른 실험에서 

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학생들이다. 주로 중학교 2~3학년 남·여학생으로 

내성적이어서 활달하기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향을 보여 기분상태검사에서는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선호장소로 주로 커뮤니티시설구역(E)

을 선택하여 정적으로 활동한 학생들이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8, 10, 16, 18, 20, 21번 6명의 피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6번을 제외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기

분상태검사에서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이유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학생들이었다는 점

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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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인 타액중 코티솔의 농도

(Salivary Cortisol)와 심박수(H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코티솔 농도와 심박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강남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체험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

여주었다. 특히 체험 전 높은 코티솔 농도와 심박수를 통해 ‘강남권 청소년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가정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둘째, 공원 체험활동이 심박변이도(HRV)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

여 전보다 참여 후 안정될 때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고, 스트

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동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해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생리적으로 안정시켜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 비해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숲 체험, 자연경관 

감상, 운동 등의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이 공원을 통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SEI)과 상태불안감(STAI-X1)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아존중

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상태불안감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불안감을 안정화시켜주고 긍정적인 영향

을 주어 자신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원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기분상태검사(POMS)를 분석한 결과,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긴장-불안, 우울, 피로, 혼란, 활기, 분노, 종합정서장애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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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으며 특히 스트레스를 평가에 적합한 하위요소인 긴장-불안, 우울, 피

로, 종합정서장애에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원 체험

활동이 상태불안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긴장과 불안한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회복되어 전체

적으로 기분상태를 개선시켜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공원 체험활동이 생리적으로는 타액 

중 코티솔 농도 및 심장박동수의 저하와 부교감신경활동의 활성화 및 교감

신경활동의 억제를 유발시켰고 심리적으로는 자아존중감 향상 및 불안감의 

저하와 기분상태를 개선시켰으며 이를 통해 생리 및 심리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검증되었다.

여가시간의 부재, 신체활동 부족, 가족·친구들과의 교제 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이고 쉽게 공원 체험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

다. 공원 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주변의 도시공원을 활용한 공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적

극적으로 개발, 보급 및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체험 활동이 다양한 장소와 대상과 목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장소, 대상, 목적 등에 맞은 다양한 공원 체험활동 프로그

램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25명(실험결과반영 참가자 23명)을 대상으로 공원 

체험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지역적, 표본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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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 및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더 많은 피험자가 참여하는 실험을 제안

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집단을 선정하지 않고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므로 추가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설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

공원과 숲과 체육시설 공간 등 다른 유형의 대상지나 다른 공원을 대상으로 체

험활동을 통한 비교 검증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험활동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비

교 검증 등의 후속 연구 및 보다 효과적인 공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

었으므로 추후에는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숲공원 

등 도시공원에 인접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번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 공원프로그램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효과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체험활동에 따른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등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도시공원 활성

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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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분상태검사(POMS) >

범 주
⓪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①약간 그렇게 느낀다 ②중간 정도로 

그렇게 느낀다 ③꽤 그렇게 느낀다 ④매우 그렇게 느낀다

1. 긴장된다

2. 화난다

3. 녹초가 된 느낌이다

4. 생기 넘친다

5. 혼란스럽다

6. 마음이 떨린다

7. 슬프다

8. 활동적이다

9. 부루퉁하고 골이 난다

10. 활기차다

11. 하찮게 느껴진다

12. 안절부절 못한다

13. 피곤하다

14. 불쾌하게 느낀다

15. 낙심한 상태이다

16. 조마조마하다

17. 외롭다

18. 기분이 뒤죽박죽이다

19. 기진맥진하다

20. 불안하다

21. 우울하다

22. 느리고 둔하다

23. 뒤엎어 버리고 싶다

24. 내 힘으론 어쩔 수 없다

25. 화가 나서 펄펄 뛸 지경이다

26. 능률이 오른다

27. 원기왕성하다

28. 심술이 난다

29. 잘 잊어버린다

30. 활발하고 격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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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중감 척도 >

범 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3. 나에게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4. 나는 어렵지 않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6. 가족 중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9.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

10.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11. 나는 매사를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2. 나는 비교적 남보다 행복한 편이다.

13.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다.

14.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15.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16. 나는 집을 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18. 나는 외모가 그리 멋진 편이 못된다.

19. 나는 할 말이 있을 때 대체로 그 말을 하는 편이다.

20. 우리 가족들이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21.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

22.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23.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

24. 나는 모든 것이 그다지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2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해도 될 만큼 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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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불안 척도 (STAI-X-1) >

범 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으로 그렇다 

④ 대단히 그렇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9. 나는 불안하다.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2. 나는 짜증스럽다.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잇다.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6. 나는 만족스럽다.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

19. 나는 즐겁다.

20. 나는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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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n annual surve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adolescents in twenty-two OECD countries, Korean adolescents have

consistently ranked last since 2009 when the survey was first conducted.

The only exception was in 2015 when Korean adolescents ranked 19 out

of 23 countries. For adolescents who are extremely unhappy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research and

implement practical solutions in all facets of society and especially to

counteract the stress that is contributing to such unhappiness.

The approach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1. Physical activity during free hours to relieve adolescents stress is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city parks as a viable

venue for such purposes.

2. Adolescents need a venue that is accessible, easy to visit multiple

times, and open to various activities. Existing studie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have provided forests as a natural

habitat and gyms or other such open spaces as places for

adolescents to relieve stress. However, this paper offers city parks

as an accessible and healthy alternative to forests and gyms.

3.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bo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valuations were conducted to strengthen the

argument. Existing studies have been unable to provide

physiological experiments, due to reasons that include unavailability

of subjects and complexity in structuring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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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ubjects are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living in Gangnam

with the hypothesis that activities held in city parks will have positive

effects in relieving stress. The argument was applied to adolescents and

the hypothesis proven through bo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xperiments. City park activities are then proposed as a viable plan to

counteract adolescent stress.

The cour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subject to estab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its major implications to society.

2. An analysis of recent studies in adolescent stress relief methods and

an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of 'Seoul Forest Park' as a viable

test site.

3. A thorough selection of measurement indicators and research

method to create a reliable experiment design.

4. A test experiment to confirm that the experiment design was

foolproof. Several experts including those in the medical and

statistics field were consulted to verify the results.

5. A qualified statistics program was incorporated to assess the results

and prove the hypothesis true.

The experiment was to assess what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activities in city parks have on adolescents. In March of 2014, a

test experiment was conducted in Seoul Forest Park with a test subject of

ten adolescents living in Gangnam. This became the framework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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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design. The main experiment was set in October of the same

year and included twenty-five adolescents ranging from eighth grade to

tenth grade students living in Gangnam. Before they were brought to

District One in Seoul Forest Park, physiological tests to measure Heart

Rate Variability (HRV), Heart Rate (HR) and Cortisol level as well as

psychological tests POMS, SEI, and STAI-X1 were conducted. After a

group park activity with a certified park instructor and an hour of

individual time in groups of two or three in preferred locations within

the park, the same tests were conducted again to measur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The data was then processed by professionals

in their respective fields to reach a conclusion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summarize the physiological experiment result,

1. Cortisol levels before and after physical activity were 0.35 ug/dl

and 0.28 ug/dl, (p=0.024)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correlation

indicates that city park activities can have positive effects in

relieving stress by lowering cortisol levels.

2. Heart rate levels before park activity were 81.85 beats per minutes

whereas levels significantly decreased to 75.18 beats per minute

(p=0.024) post activity. Slower heart rate generally relates to less

tension and a more stable mind and body.

3. Heart rate variability levels,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21.64msec² to 767.97msec² (p=0.039).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stimulated when one is less

tense and mor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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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om Heart Rate Variability, Low Frequency and High Frequency

levels were assessed. These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81 to 1.21 (p=0.002). This shows that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inhibited and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stimulated.

To summarize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result,

1. Self-esteem levels were measured using the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survey. Physical activity in city parks significantly

improved self-esteem from an average score of 69.22 to 74.96

(p=0.032).

2.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anxiety levels before and after the activities were held.

STAI-X1 results proved that anxiety levels were significantly

reduced after physical activity. Average score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44.13 to 38.57 (p=0.013).

3. The Profile of Mood States(POMS) test was given to subjects to find

out whether mood indicators such as tension, depression, fatigue

and confusion had significantly decreased. Tension-Anxiety (6.04→

2.83, p=0.013), Depression (4.83→1.96, p=0.003), Fatigue (6.91→4.35,

p=0.009) and Total Mood Disturbance (TMD, 16.87→3.57, p=0.004)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Anger-Hostility (3.39→0.04),

Confusion (6.96→5.48) and Vitality (11.26→13.09) levels also confirm

the hypothesis that city park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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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ing results of both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xperiment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1. In analyzing cortisol levels and heart rate which are both an

indication of stress, the experiment found that salivary cortisol

levels and heart rat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city park

activiti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lowered stress levels. The high

level of salivary cortisol and heart rate measured in Gangnam

adolescents before city park activities proves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exposed to high levels of stress on an average day.

2. In analyzing Heart Rate Variability before and after city park

activities, results showed that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activated before the activities and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after the activities. Park activities had in fact,

physiologically stabilized the subjects. This conforms with the fact

that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becomes activated in response

to something exciting, or a perceived threat or stress while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dominant when a stressful

situation ends.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unlike prior studies because the subjects were given a wide array

of physical activities.

3. The Self-Esteem Inventory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 survey results showed that score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physical activities in the park. Anxiety levels decreased while

self-esteem levels increased.

4. Finally, in order to see the effects of physical park activity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state, the Profile of Mood States(POMS)

test was given. Park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tension-anxiety, depression, fatigue and total mood disturbance. This

shows that city park activities can greatly enhance one's

psychological state of mind by lowering tension and anxiety while

relieving fatigue. Depression levels went down increasing the

overall well-being of the subjects.

Implications and further sugges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periment subject size was limited to 25 adolescents in one

district. Before generalizing the results to the entire Korean

adolescent population, a further study with a larger number of

subjects would be needed to improve reliability.

2. A supplementary study with a comparison group would also

strengthen the argument and experiment results. City parks can be

compared to other sites such as forests and gyms.

3. Further studies with physical activities not used in this experiment

could also pave the way to developing a wide range of effective

stress relieving activities.

4. Finally, because this study's objective is relieving adolescent stress, it

would be useful to conduct a follow up study to see whether the

stress relief effects continue.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located near city parks could incorporate a one year after-school

program with city park activities and regularly measure stress levels

to confirm that the results are sustainable.

Key words: adolescent, stress, city parks, physical activity, physiological

experiment, psychologic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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