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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green design training programs in increasing awareness and
expanding activity capabilities of green welfare. Three research theories were set up and surveys were carried out before

and after attending the program for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The experience program first explained the concept of
green welfare to 105 teenager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eonan, Chungcheongnam Province. Then, an
environmental healing program was carried out through an activity of creating of healing garden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on green welfare terminology, green welfare targets and scope, diagnosis table of youth activity, ecological
interest, protection, and need. The study found that the first hypothesis of promoting green welfare awareness through the
Ecological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was adopted as valid, with 7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creasing awareness on green welfare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ecological experience. On
the green welfare scope,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words such as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forest cultivation
came to mind, with some answering green services, forest of healing,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green design training experience program is effective for expanding youth activity capability, was adopted as it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level of effectiveness, and the verification results before and after confirmed tha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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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자연자원과 생태계서

비스를통해건강한삶을유지하는생태적또는녹색복지에관

하여 주목하고 있다(박미옥, 2016; 산림청, 2016).

생태적으로건강한환경은결국동식물등자연과인간이공

존하는환경이라고할수있으며, 이를포괄하는개념을녹색복

지라고 정의하였으며, 녹색복지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토와 국

민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구본학,

2017). 또한 서울연구원(2014) 연구에따르면녹색복지는모든

사람이 쉽게 녹색공간을 만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도모하

는 것으로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의미로

자연과인간의복지를동시에구현하는것이며, 협의의 개념으

로는 인간의 건강한 복지를 위한 자연 활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을통해생태계서비스제공을하는효

과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임휘룡, 2014; 박미옥, 2016).

녹색복지를 위해서 공간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과 교육의 효과를 얻을수 있

는 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사고의 성숙 및 또래

로부터의인정에민감할뿐만아니라, 심리적인 독립과정체감

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격동기, 주변인 등의 청소년기를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에서도

쉽게알수있듯이청소년기는급작스러운신체변화를포함하

여가족관계에서의위계질서변화, 또래관계의압력, 이성교

제의 시작 등 심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한국사회의청소년은학교폭력과게

임중독, 학업중단, 우울증, 청소년 자살 등다양한위험에노출

되어있다. 청소년의 부적응적행동의원인은주로스트레스로

is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The third hypothesis that the green design training program is effective in ecological
interest, protection, and need, was adopted as the survey results showed significant levels of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s of learning green design and experiencing healing garden culture in the green welfare

era will have great effect on youth stress, academic improvement, and increasing self-esteem, and many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spread awareness of green welfa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through continuous
eco-experience education.

Key Words: Healing Garden, Green Welfare Recognition,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Experience Activity, Ecosystem
Service

국문초록

본 연구는녹색디자인교육체험프로그램이녹색복지에대한인식과활동역량에미치는효과를 검증하기위해수행되
었다. 3가지연구가설을설정하여프로그램수행전후에각각설문을 실시하여 가설을검증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은충청남
도 천안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5명을 대상으로 먼저 녹색복지개념을 설명하고 힐링정원만들기를 통한
환경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녹색복지용어에 대한 인식, 녹색복지대상 및 범위, 청소년활동량 진단표,
생태흥미성, 보호성, 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번째 가설인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을통해 녹색복지인식을
증진한다는가설은응답자의 79%가생태체험교육을통해녹색복지인식에대하여증진효과가유의한수준으로개선되는
것으로나타나 첫 번째가설은 유효한 것으로채택되었다. 녹색복지범위로는 대부분 응답자가생태계 보존과 숲가꾸기의
용어가떠오른다고대답하였으며, 일부는녹색서비스, 치유의숲, 삶의질향상등으로대답하였다. 두번째가설인녹색디
자인 교육체험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역량에 효과가 있다는 가설은 유의한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
으며, 사전사후 검증결과 응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것을 확인하였다. 세번째 가설인 녹색디자인 교육체험프
로그램이생태흥미성, 보호성, 필요성에효과가있다는가설은설문결과유의한수준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채택되
었다. 본 연구결과 녹색복지 시대에 힐링정원 문화를 통한 녹색디자인 체험학습 효과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학업향상,
자존감 상승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생태체험교육을 통해 녹색복지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치유정원, 녹색복지인식, 삶의질향상, 체험활동, 생태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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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업만을 중시하는 분위기, 지나친 경쟁과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고립감, 자신의존재에대한무가치감, 가족 간의갈등,

대인관계능력부족등이주요원인으로아동과청소년기의심

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년기 및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권일남과김태균, 2009). 따라서스트레스등다양한문제

점을 적절하게 극복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

한체험활동이요구된다.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통해앞으로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들에게 녹색복지의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이런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녹색복지의 용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알아보고자하였으며, 치유정원에서체험활동의일종인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함으로

써 향후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녹색 디자인교육체험프로그램이청소년들의활동역량에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청

소년들이녹색복지에대한인식이증대될수있도록교육을실

시하고자 하였다.

이런배경에서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가설은다음과같다.

첫째, [녹색복지] 개념에대한인식이교육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다.

둘째,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 역량

에 효과가 있다.

셋째,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생태 흥미성, 보호

성, 필요성에 효과가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2019년 8월∼11월 4개월 동안 2차례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충청남도천안시에있는중․고등학교

재학생 105명을대상으로사전설문, 1차프로그램, 2차프로그

램,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체험활동은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치

유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정원은 창의적 또는

심미적 태도를 담은 예술적 작품이며, 또한, 기술적 또는 생태

적 태도를 담은 과학적 성과이며, 산업적 상품(박미옥, 2015a;

2015b)으로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힐링과치유목적의정원은건강과행복을위한대안적인수

단이나과정으로이용할수있는모든정원의형태로정신적으

로나 육체적으로 자극적인 환경이며, 감각적으로 풍부한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있다. 식물과의 상호작용은 이용

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다양한 지각에 대한 상승효과를

가져올수있다. 치유정원은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등오

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이용한 식물요

법에는 방향요법, 꽃요법, 원예요법, 약초요법, 예술요법(꽃꽂

이, 꽃장식, 압화, 꽃그림, 정원만들기) 등이있으며, 이를통해

정서적안정도모, 신체활동증진, 자신감, 성취감고취, 사회적

상호 작용 확대, 자연의 소중함 인식, 교육적 효과 증대, 직업

재활의 가능성 증대로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대상자가 청소

년일 경우에 학습과 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힐링정원에서 진행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도입 부분에서 녹색복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등에

대해설명하였다. 본론부분에서식물요법중예술요법(꽃꽂이,

꽃장식, 압화, 꽃그림, 정원 만들기) 중 2개 프로그램을실시하

였으며, 프로그램 1은 압화(Press Flower)를 이용하여컵 받침

만들고 난 후, 심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꽃차(Flower Tea)를

시음하는 다도시간을가졌다. 프로그램 2는 자연을 보며 힐링

할 수 있도록 주변 생태 장소를 거닐면서 자연의 재료를 수집

하고 난 후 보존화(Preserved Flower)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LED 액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표 1).

2. 설문항목

1) 녹색복지 개념 인식 설문
설문항목은녹색복지에대한용어에대한인식과, 녹색복지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항목과, 녹색복지 혜택 대상의 범위

에대하여 3개의항목으로구성하였으며, 질문지형태는 Likert

척도에 따라 진행하였다.

2) 청소년 활동역량 및 생태 관련 설문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활

동역량은사회성, 지역사회기여, 참여의식능력등의역량증

진을궁극적인목적으로서갈등조절, 문제 해결, 성취동기, 대

인관계, 리더십 등의 역량으로 구성되며, 이는 자아 역량과 신

체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아 역량은 자아정체감, 자아존

중감, 가치관, 행복 추구, 자기통제 및 조절 등으로 구성되며,

신체 역량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관리로 구성된다(국립중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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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련원). 이와 더불어 생태에 대한 흥미, 보호, 필요성 그

리고 녹색복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

설문항목은권일남과김태균(2009)의 연구에서 만들어진청

소년활동 역량진단 척도를 가지고 만든 진단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항목은크게문제해결역량, 자아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갈등 조절 역량, 신체 역량, 시민성 역량, 대인관

계 역량과추가로 생태에대한흥미성, 보호성 및 필요성에 관

한항목을추가하여 10개항목과세부항목총 51개로구성하였

다. 질문지형태는 Likert 척도에따라각문항에 “전혀그렇지

않음(1)에서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로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

문에사용된항목에대한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을적용하기전, 후 비교를위하여 T-Test 분석과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값은 0.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성별을살펴보면남성 42명(40%), 여성 63명

(63%)으로총 105명이설문에응답하였다. 연령대로는중학교

93명(89%), 고등학교 12명(11%)이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특성에 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2. 항목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의각요인의 Cronbach’s α의신뢰도알파값은다음표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압화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 꽃차 시음하는 모습 드라이 플라워와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

압화를 활용한 컵받침 만들기 완성 보존화 (Preserved Flower)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LED 액자 만들기 완성

표 1. 프로그램 활동 모습

그림 1. 청소년 녹색복지 활동 역량
자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https://nyc.kywa.or.kr/).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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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같다. 녹색복지 용어 0.940, 녹색복지순위 0.944, 녹색복지

혜택 대상 0.941, 문제 해결 역량 0.940, 자아 역량 0.939, 성취

동기 역량 0.940, 리더십 역량 0.940, 갈등 조절 역량 0.941, 신

체 역량 0.940, 시민성역량 0.940, 대인관계 역량 0.940, 생태에

대한 흥미성 0.939, 생태에 대한 보호성 및 필요성 0.940으로

0.7 이상으로 모두 안정적 수치를 보였다(표 3).

3. 프로그램 사전- 사후 항목 분석 결과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녹색복지에 대한 인식,

활동 영역에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온 항목은 녹색복지 순위,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 역량, 생태에 대한 흥미성으로 도출되

었으며, 다른 항목들은부분적으로유의한수준의효과를보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녹색복지의인식에대한문항으로용어를알고있는지에대한

설명으로프로그램전에는녹색복지에대하여 40%는알고있었

으며, 60%가모르고있는결과가나왔다. 프로그램시학생들에

구분 항목 세부항목수
Cronbach의 

알파

녹색복지

인식

녹색복지 용어 1 0.940

녹색복지 순위 1 0.944

녹색복지 혜택 대상 1 0.941

활동역량

문제 해결 역량 5 0.940

자아 역량 6 0.939

성취동기 역량 5 0.940

리더십 역량 4 0.940

갈등 조절 역량 6 0.941

신체 역량 5 0.940

시민성 역량 7 0.940

대인관계 역량 4 0.940

생태

생태에 대한 흥미성 4 0.939

생태에 대한 보호성 및 

필요성
5 0.940

표 3. 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토 결과

대응표본 검정

항목 세부항목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문제

해결 

역량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5.870 104 0.000

문제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함 —5.123 104 0.000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

각함
—4.676 104 0.000

문제 해결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함 —5.299 104 0.000

복잡한 문제 파악 가능함 —6.409 104 0.000

자아 

역량

나는 가치있는 사람임 —2.473 104 0.015

나는 능력있는 사람임 —3.316 104 0.001

나는 쓸모 있는 사람임 —2.779 104 0.006

나는 소중한 사람임 —0.985 104 0.327

나는 앞으로 성공함 —2.175 104 0.032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3.292 104 0.001

리더십 

역량

공동협력과제에서 친구들을 도와가며 

일을 해결함
—2.807 104 0.006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2.498 104 0.014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나의 의

견을 주장함
—2.245 104 0.027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짐 —3.362 104 0.001

신체 

역량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건

강을 지킴
—1.772 104 0.079

나에게 맞는 건강비법이 있음 —3.565 104 0.001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음 —3.341 104 0.001

체력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즐김
—2.624 104 0.010

새로운 모험은 몸과 마음을 든든히 하

는데 도움이 됨
—2.971 104 0.004

시민성 

역량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해야 시민의

식이 향상됨
—3.289 104 0.001

우리의 노력을 통해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함
—2.044 104 0.043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2.218 104 0.029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

각함
—3.438 104 0.001

중요한 문제는 한 사람 보다는 여러 사

람이 토의함
—1.909 104 0.059

나에게 별 이득이 없어도 사회에 도움

이 된다면 노력함
—3.568 104 0.001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러움 —1.298 104 0.197

표 4. 항목별 T-TEST 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42 40

여성 63 60

연령대
중학교 93 89

고등학교 12 11

표 2. 설문 응답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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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녹색복지에대한동영상및설명을하고난뒤, 설문 결과는

알고 있다 79%, 모르고 있다 21%의 결과가 나왔다(그림 2).

녹색복지하면 떠오르는 용어 순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

한 수준의 효과(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실시전에는생태계보존이 1순위로가장많이나왔으며, 그다

음으로는숲가꾸기, 녹색서비스, 환경교육으로대답하였다. 프

로그램실시후결과를보면생태계보존, 숲 가꾸기가많이나

왔으나, 일부는 녹색서비스, 치유의 숲 항목이 나온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3).

녹색복지 혜택 대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효과

(p>.05)가나타나지않았지만, 사전사후빈도분석을살펴보면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위치로 녹색복지 혜택 대상으로 나왔으

며, 프로그램 실시 후에 인간보다는 자연의 혜택 대상의 범위

로 대답한 응답자들도 일부 있었다(그림 4).

그림 3. 녹색복지하면 떠오르는 용어 1순위

범례:  사전,    사후 

그림 4. 녹색복지 혜택 대상의 범위

범례:  사전,    사후 

대응표본 검정

항목 세부항목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녹색

복지

인식 

용어 6.898 104 0.000

순위 —2.987 104 0.004

혜택 대상 —0.977 104 0.331

성취

동기 

역량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행동함 —4.326 104 0.000

비슷한 경험들도 내게 도움이 되며, 열

심히 함
—1.823 104 0.071

노력하면 안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함
—4.271 104 0.000

새로운 것을 찾고자 노력함 —4.686 104 0.000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일함 —3.309 104 0.001

갈등

조절 

역량

갈등 상황이 생기면 당황함 2.304 104 0.023

갈등 상황이 만들어질 때 잘 회피하지 

못하고 두려워함
1.037 104 0.302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예민하고 

자신감이 없어짐
0.533 104 0.595

급작스러운 갈등은 조절하기 힘듦 2.627 104 0.010

친구와의 의견 대립은 해결하기 힘듦 0.398 104 0.691

부모님과의 의견 대립은 해결하기 힘듦 0.741 104 0.461

대인

관계 

역량

친구들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함 —0.758 104 0.450

한번 사귄 친구와는 오래도록 친하게 지

냄
—0.212 104 0.832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마음을 터놓고 말함 —2.472 104 0.015

모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 먼저 다가감
—2.593 104 0.011

생태에 

대한 

보호성, 

필요성

자연에 흥미가 많음 —2.584 104 0.011

자연에 가는 것을 좋아함 —0.698 104 0.486

자연을 이론학습 보다는 직접 가서 하

는 것이 더 즐거움
—2.029 104 0.045

자연에 가면 편안한 느낌이 듦 —3.416 104 0.001

인간들은 자연을 심하게 파괴함 —1.471 104 0.144

생태에 

대한 

흥미성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함 —4.734 104 0.000

인간과 자연에 사는 생물은 모두 중요함 —4.118 104 0.000

자연에게 고마움을 느낌 —4.726 104 0.000

녹색복지의 가치, 중요성 알리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함
—2.428 104 0.017

표 4. 계속

그림 2. 녹색복지 용어 인식

범례:  사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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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역량과 생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사전-사후 분석 결

과는 표 4 및 그림 5와 같다.

문제 해결 역량은 세부항목 5개 모두 유의한 수준의 효과

(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전-사후평균을비교한결
과, 문제해결역량수치가 3.52에서 4.03로높아진것을확인할

수 있다.

자아 역량은 세부항목 6개 중 5개 항목은 유의한 수준의 효

과(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의항목은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사후

평균을비교한결과, 자아 역량 수치가 3.90에서 4.13으로높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동기역량은세부항목 5개중 4개의항목은유의한수준

의효과(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항목은
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사전-사후

평균을비교한결과, 성취동기 역량수치가 3.70에서 4.04로높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더십 역량은 세부항목 4개 모두 유의한 수준의 효과

(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전-사후평균을비교한결
과, 리더십역량수치가 3.81에서 4.07로높아진것을확인할수

있다.

갈등 조절 역량은 세부항목 6개 중 2개의 항목은 유의한 수

준의효과(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의항
목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사전

-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갈등 조절 역량 수치가 2.76에서

2.63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 역량은 세부항목 5개 중 4개 항목은 유의한 수준의 효

과(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의항목은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사후

평균을비교한결과, 신체 역량 수치가 3.18에서 3.50으로높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성 역량은 세부항목 7개 중 5개 항목은 유의한 수준의

효과(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의 항목은
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사전-사후

평균을비교한결과, 시민성 역량 수치가 3.81에서 4.04로높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인관계역량은세부항목 4개중 2개의항목은유의한수준

의효과(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항목은
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 역량 수치가 3.86에서 4.00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에 대한 흥미성은 4개 항목 모두 유의한 수준의 효과

(p<0.05)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전-사후평균을비교한결

항목
문제 해결

역량

자아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갈등 조절

역량

신체

역량

시민성

역량

대인관계

역량

생태에 대한 

흥미성

생태에 대한 

보호성, 필요성

사전 3.52 3.90 3.70 3.81 2.76 3.18 3.81 3.86 3.52 4.26

사후 4.03 4.13 4.04 4.07 2.63 3.50 4.04 4.00 3.89 4.41

그림 5. 활동역량, 생태 사전 – 사후 항목 평균 비교

범례:  사전,    사후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5 no. 2

12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5권 제2호(2019년 12월)� �

과, 생태에 대한 흥미성이 3.52에서 3.89로 높아진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에 대한 보호성 및 필요성은 세부항목 5개 중 3개의 항

목은 유의한 수준의 효과(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항목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효과가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사후평균을비교한결과, 생태에대한보호성및

필요성이 4.26에서 4.41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역량과 생태에 대한 항목들 간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

하면(그림 5), 대부분 프로그램을실시하고 난후수치가높아

진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항목중갈등조절역량의항목은

낮아진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갈등 조절 역량의 항목이

부정적인질문으로프로그램실시후더낮아졌으며, 청소년들

에게 긍정적인 역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연구는녹색복지실현을위하여녹색복지용어에대한인

식과녹색디자인교육체험프로그램이청소년들의활동역량

에효과를미치는지를알아보기위한목적으로수행하였다. 충

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105명을 대상으로

녹색복지에 대한 내용 설명과 예술요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프로그램 사전 사후 진단도구는 녹색복지 용어, 대상 범위,

청소년 활동량 진단표와 생태에 대한 흥미성, 보호성, 필요성

항목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가설인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을통해녹색복지인

식을 증진한다는 가설은 응답자의 79%가 생태체험 교육을 통

해녹색복지인식에대하여증진효과가유의한수준으로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은 유효한 것으로 채택되었

다. 녹색복지 범위로는 대부분 응답자가 생태계 보존과 숲 가

꾸기의 용어가 떠오른다고 대답하였으며, 일부는 녹색서비스,

치유의 숲,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대답하였다. 두 번째 가설인

녹색디자인교육체험프로그램이청소년활동역량에효과가

있다는가설은유의한수준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채택

되었으며, 사전 사후 검증 결과 응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가설인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프로그램이생태흥미성, 보호성, 필요성에효과가있다는

가설은설문결과유의한수준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채

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종합하면, 앞으로녹색복지시대에힐링정원

문화를 통한 녹색 디자인 체험 학습효과가 청소년들의 스트레

스, 학업 향상, 자존감 상승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녹색복지라는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생태체험 교육을 통해 녹색복지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

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녹색디자인교육체험프로

그램들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녹색디자

인교육체험프로그램이청소년활동역량지수에미치는긍정

적인영향을알아보기위해서는본연구에서는 2회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 미치는 영향

인자에대하여장기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청소

년뿐만 아니라,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세대별에

따라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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