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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orest-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vulnerable school
children. Methods: The specific process for program development involved establishing a program goal, assessing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analyzing existing programs and constructing a forest-based program. Results:
Each session of the program, which consisted of a total of 10 sessions, included 40 to 50 minutes of indoor education for children's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and 60 to 70 minutes of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th nursing
student mentor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guidelines for mentor selection and prior education, physical
environment check, children's safety,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program effects and operation of the program
were developed.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the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for developing a forest-based program for vulnerable school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data to develop a
community-based program to promote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of vulnerable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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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다.1) 해당 계층의 아동은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은 집단으로, 보호요인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
2,3)

약하고 신체적 ․ 정신사회적 건강문제 발생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어 발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의는 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과업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

있으며 얼마나 위험에 취약한가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

을 경우 결국 성인기까지 문제가 이어져 이들의 이후 생애주기

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가족의 결손이

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해당 아동의 다

존재하는 가정환경에 속한 아동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일컫는

양한 측면의 건강문제를 돕는 것은 향후 성인기의 건강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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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숙·김성재·송민경 등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아동들의 신체 ․ 정신사회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건

은 봉사활동의 하나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중 하나로,

학령기 아동 ․ 청소년에게 있어 친근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과 힐

대학생 멘토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림치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 자연이나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신체 ․ 정신사

에서도 멘티들인 아동 ․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면서 조언, 정보

회적으로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들

와 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경험과 긍정적인 변화

이 자연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활동에 의한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

멘토인 대학생의 입장

12,13)

에너지 발산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연물을 이용한 작업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 돌봄이

수행하면서 성취감, 재미, 몰입 등을 경험하고 집중력이 향상

필요한 다양한 특성의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

된다. 궁극적으로 아동들의 자신감과 역량이 증가하게 되고

는 ‘도시 숲을 활용한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

함께 활동한 구성원들과의 협동심, 친밀감 등을 통해 대인관

시에 간호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5)

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간호대

계역량 또한 증진시킬 수 있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McCormick 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 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 전반적인 건강 및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본 연구팀의 프로젝트에서

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

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된 여러 연구를 이미 학

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은 아

술지에 출간한 바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논문 또한 이미

직 초기단계로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숲 치유 관련 연구는 아토피 아동
7)

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 와 숲 유치원의 효과들에 대한 다수
8-10)

의 연구들이 있으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과정
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보여주는데 의미를 두고자 함을 밝힌다.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2. 연구목적

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숲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주말 숲 학교 등이 생겨나고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숲과 간호대학생 멘토를 활용하여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효과를 평가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다. 프로그램 개발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한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간호대학이 주관이 되어 지역사
회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으로써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적용과 확산을 통해 대상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공하고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다. 미국의 University of Pennsylvania 간

연구방법

호대학에서는 2004년부터 ‘City step’이라는 명칭 하에 간호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1. 연구설계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비만 예
방을 위한 방과 후 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

본 연구는 도시 숲과 간호대학생 멘토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고 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간호대학에서도 ‘The Lilian Wald

아동을 위한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

Community Nursing Center’에서 간호사가 빈곤자를 대상으

램 개발 연구이다.

로 무료 건강서비스를 제공,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The Wald Community Nursing Center Health Suite at the

2. 프로그램 개발 과정

House of Ruth’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쉼터에서 건강검진, 건강교육,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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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은 목적이나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체
계적인 내용과 활동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및 활

취약계층 초등학생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14)

18)

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1) 목표수립

4)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 숲과 간호대학생 멘토를 활용하

문헌고찰과 대상자의 요구도 사정을 바탕으로, 도시 숲을

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한 학령기 아동의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0회기의 프

하는 것이다.

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 대상자의 요구도 사정

연구결과

(1) 포커스그룹 면담과 개별면담
면담의 목표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문제, 도시 숲 활용 건강

1.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취약계층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프
로그램의 주요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 지역 학
령기 초등학생의 건강문제와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

이상의 도시 숲을 활용한 초등학생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통해 10회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당 지역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담임교사 및 돌봄전담사와 지
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1) 프로그램의 회기 수

그룹 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

이 프로그램의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10회기 중 처음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

과 마지막 회기는 프로그램 효과 확인을 위한 사전 ․ 사후 조사

15)

와 프로그램 관련 오리엔테이션 또는 마무리, 6회기는 건강 관

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련 교육과 도시 숲에서의 숲 체험 활동, 나머지 2회기는 숲 캠
(2) 초등학생의 건강문제 조사

프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건강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

2) 회기당 시간

하기 위해 서울시 지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감안하여

1회기 당 2시간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2시간 중 약 40~50분

임의 구분한 8개의 지역구에서 각 1개교, 총 8개 초등학교를 선

동안 초등학생들의 주요 심신건강문제를 다룬 교육과 유관 활

정하여 30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동이 이루어지고 이후 도보로 10분정도 떨어진 도시숲으로 이

16)

다.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동하여 약 60~70분 동안 숲 체험 활동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상자의 상태와 다양한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

3) 기존 프로그램 분석

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1) 아동 대상 숲을 이용한 중재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체계적 문헌고찰의 목표는 아동 대상의 숲을 이용한 중재의

3) 회기의 순서

효과와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숲 치유의 적절한 프로

총 10회기 중 사전 ․ 사후 조사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 회기를

그램 구성, 결과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에 대한 탐색을 위한

제외한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4회기 단위로 3회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에 구체적으로 기

기의 건강교육 및 숲 체험 활동 후 1회의 캠프의 순서로 진행하

17)

술되어 있다.

(2) 숲을 활용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분석
전국 보건소의 228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모두 검토하여

도록 한다.
4) 회기별 주요내용과 활동
10회기의 매 회기별 주요내용과 활동은 Appendix 1과 같다.

그 중 숲을 이용한 60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그 중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총 22개였으며, 18개가 아토피를 주제

2.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준비

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그 외에는 다양한 신체활동 증진이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사업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

1) 멘토 선발과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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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멘토의 선발을 위해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판
또는 SNS 등을 통해 공지하고 e-mail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

의 총 10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 자격에 적합한 대상 7명을 선발하였다. 모집된 멘토와 사전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 산림치유의 효과, 멘

③ 주의집중력

토링 활동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질의응답시간을

Conners-Wells의 Adolescent Self-report Scale-Short form

가지며 멘토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멘토로 참여하는

(CASS-S)을 Bahn 등20)이 번안한 도구로 총 27문항의 4점 Likert

학생들에게는 멘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식 척도이다. ‘품행 문제’, ‘인지 문제’, ‘과잉행동’, ‘ADHD지표’
를 포함한 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전혀 그

2) 물리적 환경 점검

렇지 않다’의 0점, ‘때때로 그렇다’의 1점, ‘자주 그렇다’의 2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인

‘매우 자주 그렇다’의 3점으로 평정한다. 연령별 한국판 CASS

근의 숲체험 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과 동선, 아동과 함께 이동

의 절단점은 중학교 1학년 41점, 2학년 41점, 3학년 44점, 고등

시 위험요소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프로그램 운

학교 1~3학년은 모두 42점으로 산출되고, 각 연령별로 절단점

영 장소는 날씨를 포함한 당일 주제 등을 고려하여 실내 ․ 외에서

이상일 경우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대상 기준에 해당된다.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하기로 했다.
④ 우울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의
3)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과 사전 준비

21)

한국어 번안본 인 해당 도구는 현재 아동의 우울증 평가를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당일 건강 및 복장 상태를 확인

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 총 27문항의 3점 Likert식

하고 아동들이 이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

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더불어 숲체험

되며 22~25점은 약간 우울상태, 26~28점은 상당한 우울 상태,

활동은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대상 아동들의

29점 이상은 매우 심한 우울 상태를 나타낸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진행하고 물이나 보온을 위한 여분
의 옷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교우관계
친구의 유 ․ 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과 적응, 친구와의 공

4) 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 선정

22)

동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Kim 의 검사지를 초등학생

연구팀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총 20문항으로

시행 전후로 효과 평가를 위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

구성되어있으며, 문항의 내용과 대상자 자신의 태도가 일치

였다.

하는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자기 평가로서, 각 문항에 대
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

(1) 주관적 지표

(1~5점)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들로 다음과 같은 변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를 선정하였다.
(2) 객관적 지표
①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나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는 다음의 변수를 선정
하였다.

요?’라는 질문으로 된 1개 문항을 통해 ‘아주 좋다’ 5점부터 ‘아
주 나쁘다’ 1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한다.

① HRV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변이도)
심박수의 박동 간 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② 자아존중감
19)

심혈관계 기능을 조정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설문지는 아동에게도 일반적

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박변이도는 비침습적이

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긍정문항 5문항, 부정문항 5문항

어서 시행이 간편하며 측정 대상자에게 큰 위험 부담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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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본 연구

논

에서는 HRV 측정기계(LXC3203, LAXTHA Inc., Daejoen,
Korea)를 이용하였다.

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숲에서의 야외 활동을

②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증진시킴으로써 활동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체

체질량 지수는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체중과 키의 관

활동량 증가를 이루게 하며, 숲이 가지는 다양한 자원(피톤치

계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식 자동 신장계/체중계

드, 물, 바람, 향기, 소리)에의 노출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집중

(BSM 370, Inbody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해당

력 증진을 꾀하고, 숲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성도 증

정보를 측정한 후, 자동 체성분 검사 및 분석기를 통해(Inbody

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570, Inbody Co., Ltd., Seoul, Korea) 해당 값을 산출하였다.

현대사회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급속한 현대화의 진행
속에서 자연과의 접촉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활동이 증가하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면서 발생하는 사회성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는 Louv의 주장

해당 설문은 10주간 진행된 도시 숲과 간호대학생 멘토를

은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국내에서도 ‘자연에서 멀

활용한 초등학생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아동의

어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역서가 출간된 바 있다. 도시화

만족도를 조사하고 참여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된 현대사회의 아동에게 본 산림치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기

구체적인 피드백을 듣고자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인 만족도를

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증진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입장의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바탕으로 생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추가로 해보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한 내

명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심리적 치유가

용을 포함하였다.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23)

을 것이다.
5)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 준비

또한 아직 국내 간호학과에서는 대학에서 주관하여 지역사

각 회기별로 30~40분의 실내 활동과 60분의 숲을 활용한 실

회 주민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

외 활동을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진행을 위해 실내 활동을 위

우나 외국의 경우 간호학과에서 주도하는 간호사 주도의 지역

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외 활동을 위한 숲 활동 프로그램 지

사회센터(nurse-led community center)나 클리닉 운영 사례

도안을 구성하였다.

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국내
에서도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간호학과 학

(1) 실내 교수학습 과정안

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이외에 지역주

각 회기별로 주제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민의 건강증진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데, 본

여기에는 주제, 영역, 학습목표, 학습자료, 학습단계별 교수-학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성공

습 활동과 각 활동별 소요시간 등을 표시하였다. 교수학습 과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

정안의 예는 Fig. 1과 같다. 실내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구체

함으로써 참여 아동뿐 아니라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적인 내용은 강의를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와 만들기와 기

효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타 활동을 위한 자료 준비가 포함된다(Appendix 2).

실무과학인 간호학에서는 대상자가 있는 지역사회 현장에
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2) 숲 활동 프로그램 지도안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선행연구에

숲 활동 프로그램 역시 각 회기별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고

서는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문제를 직시하고 적

숲을 이용한 6대 요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감 중 어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적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

떤 감각을 주로 활용하는지를 표시하고 도입-전개-마무리별로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공감능력이 증진됨을 보고

소요시간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Appendix 3).

하면서 간호교육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
24,25)

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멘토링 경험은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아동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와 생활 현장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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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e of pr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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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간호대

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분석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주요한 영향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 멘토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

인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부딪치며 익히는 의사소

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초등

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은 간호전문직 역량개발의 초석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이드가 될

26)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는 매뉴얼 요약본인 동시에 단계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위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참고자료가

험이 높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 숲 활용 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더

제공과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간호대

욱 발전되고 확산되어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학생과의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참여에 대한 동기

기대한다.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인 숲
활용 중재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거쳐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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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Outline of Program
회
기
1

2

3

4

5

6

7

장소

회기별 주제

프로그램 안내
사전 조사 (설문조사, 신체계측
간호대학 마음을 열어요
(HRV, Inbody))
멘토와의 만남
강 내 몸과
몸 건강과 마음건강의 관계
의 마음의 건강 이해하기
주변 숲
이해하기/
숲에게 동의구하기, 숲 체조, 숲속
숲 숲과
산책
친해지기

주변 숲

강 건강해지는
의 생활습관
(1)/오감을
숲 활용한 숲
체험

개인위생과 식습관
오감산책, 자연이름짓기
*
(나무목걸이 만들기)

강 건강해지는
신체활동과 인터넷사용
의 생활습관
주변 숲
(2)/자연물
압화부채 만들기
숲 을 이용한
(숲속놀이)*
만들기 (1)
삼청공원 오감을 열어 숲 체험하기-숲과 나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숲 캠프)
숲
체험장
(1차 숲
캠프)
강 감정 탐색과 자기감정 탐색과 감정표현 및 조절
의 표현/
숲 숲속놀이
꼬인 손 풀기, 자연물 가위바위보,
나뭇잎 물나르기, 자유놀이
주변 숲
(전재놀이와 밧줄을 활용한
숲속놀이)*

주변 숲

8

주변 숲

9

북서울
꿈의 숲
(2차 숲
캠프)

강 자기가치
의 인식과
숲 자아존중/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2)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향상시키는
방법
나만의 편백나무 팔찌만들기
*
(숲속자유놀이)

타인 공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강 교우관계
방법
의 향상/
숲 숲으로
숲으로 보내는 편지작성
보내는 편지 (숲속놀이)*
오감을 열어 숲 체험하기-감각의 숲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숲 캠프)

그동안
10 간호대학 즐거웠어요

목표

소요
시간

․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의지를 가진다.
․ 사전 조사를 통해 대상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아동과의 라포를 형성한다.

3시간

강의내용/ 활동

마무리, 경험나누기
사후 조사 (설문조사, 신체계측
(HRV, Inbody))

․ 내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숲에서 오감을 열어 산책하고, 몸과 마음이 이완됨을 2시간
경험한다.
․ 자연물로 이름짓기를 통해 상호간의 친밀감을 느낀다.
․ 개인위생과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시간
․ 숲속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됨을
경험하고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자연물로 이름짓기를 통해 상호간의 친밀감을 느낀다.
․ 건강하고 올바른 신체활동과 적절한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세근육을 강화하고 집중력향상을 도모한다.
․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
․ 숲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자연과의 친근감
유도한다.
․ 숲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안정 도모한다.

․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탐색해보고 건강한 감정
표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주어진 과제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면서 협동심과
성취감을 향상시킨다.
․ 자연물의 다양한 특징에 관심을 갖고, 관찰력과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킨다.
․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이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 할 수 있다
․ 편백나무의 특징과 향기,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
․ 줄에 편백나무 구슬을 끼우며 손과 눈의 협응력과
미세근육을 강화하고 집중력향상을 도모한다.
․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을 기른다.
․ 타인의 감정의 이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숲, 자신이나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지금까지의
느낌을 편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친근해진 숲에서의 오감체험활동를 통하여 정신적
이완을 도모한다.
․ 목공예 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비고

전체

신체

2시간

4시간

전체

2시간

정신사회
2시간

2시간

6시간

전체

사후 조사를 통해 변화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 3시간
가를 실시한다.

*표시된 프로그램은 센터상황과 날씨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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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Education Plan Sample (Session 2)

교수·학습 과정안 : 몸과 마음의 건강
영역

몸/마음건강

본시주제

몸과 마음건강의 관계이해

일시

년 월 일(2회기)

차시

OO 지역아동센터,

장소

XX 지역아동센터

학습자료

상품(비타민), ppt, 교육용 동영상

학습목표

건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흐름

교수-학습활동

[수업자]

프로그램 시작
인사하기
동기

▣ 건강과 관련 이야기 나누기

유발

￭ 건강과 관련된 O,X 퀴즈

학습
활동

시간 (분)
[숲노출수준
]

자료

5′

ppt

10′

ppt,

▣ 약속 정하기 : 수업참여방법, 보상, 활동 시 주의 사항

파악

문제

수업자

▣ 프로그램 및 수업자 소개하기

문제

학습

초등 4~6학년

지도대상

▣ 학습문제 확인하기

건강의 의미를 이해하고 몸과 마음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학습활동 안내
[활동1] 건강에 대한 의미 이해하기
[활동2] 몸과 마음 건강의 관계 이해하기
[활동3] 내 몸의 건강상태 탐색해보기

문제

활동1

▣ 건강에 대한 의미 이해하기
￭ 멘토별 그룹단위로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하여

해결

포스트잇

발표해 보기
￭ 건강에 대한 정의 설명
활동2

▣ 몸과 마음건강의 관계 이해하기

10′

￭ 몸과 마음 건강의 관계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

ppt,
동영상

￭ 몸과 마음 건강의 관계 설명하기
적용 및

활동3

▣ 내 몸의 건강 탐색해보기

10′

￭ 자신의 신체계측 및 설문지 결과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발전

ppt,
계획서

￭ 앞으로 건강을 위해 자신에게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지 계획
정리

정리

▣ 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

5′

ppt,
동영상

차시

▣ 다음 차시예고 하기: 건강해지는 생활습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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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Outdoor Activity Plan Sample (Session 2)

숲활동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명

숲과 친해지기
숙박형, √ 당일형 (50분)

유형

년 월 일 (수)

일시

회차

2회기/10회기

장소

인근 도시숲

초등학생 4~6학년 : OO명 / 진행자: O명 / 보조강사 O명

인원

- 숲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숲과 교감하는 방법을 익힌다.

목표

- 심호흡과 바르게 걷기를 활용한 숲속 산책을 통해 안정감과 쾌적감을 느낀다.

6대 요법
오감분류
준비물

물환경인자 (

) 산림기후인자 (

산림식물인자 (
시각 ( ● ) 청각 (

) 영양인자 (
) 미각 (

) 체력단력인자 ( 〇 )
) 정신건강인자 ( ● )

) 후각 (

) 촉각 ( 〇 )

없음
소요

단계

활동내용

시간
5분

도입

학생들의 건강 체크 및 오늘 활동 안내하기
• 숲에게 동의 구하기
① 숲 입구에서 둥글게 원을 만들어 선다.
② 숲에 들어가기에 앞서, 숲을 방문하는 방문자임을 알려준다.
③ 숲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④ 몸을 돌려 숲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용히 인사하도록 한다.
⑤ 그냥 숲을 보았을 때와 숲의 구성원들에게 인사 후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느껴보게 한다.
⑥ 앞으로 참여하는 동안 지켜야할 약속을 함께 정한다.
• 체조하기

30분

전개

① 숲에 들어가기 전 체조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② 숲과 나무를 바라보고 공간을 확보한 뒤 체조를 한다. (3분)
③ 삼림욕을 위한 심호흡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5회 반복)
④ 심호흡 후 숲 공기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⑤ 바르게 걷기 방법을 설명한다.
• 숲속 산책
① 심호흡과 바르게 걷기 방법을 활용하며 낙산정까지 올라간다.
② 올라가는 동안 주변의 자연물을 관찰한다.
③ 낙산정에 도착하여 5분간 경관을 살펴보며 심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숲을 산책하면서 느낀 점을 나눈다.

마무리

15분

함께 정한 규칙을 꼭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 함께 참여하고 배려할 때 즐거울 수 있음을 안내한다.
지역아동센터로 돌아간다.

심신건강
관련 요소
기타
(특이 사항)

신체활동 증진, 흥미와 관심 증가

- 안내자는 숲 바닥의 위험요소 (돌부리, 나무뿌리 등)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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