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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치유활동이 노인의 스트레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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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arden healing activity program on the stress change 
of the elderly. For the study subjects, 13 elderly people with a stress index score of 9 or higher were selected among 
the sensitive and vulnerable groups who received a lot of stress in the Cheonan area. The garden healing activity program 
was conducted 9 times in a place that was created as a healing garden. The program was developed and verified through 
brainstorming FGI by forming an expert group, and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garden decoration, garden appreciation, 
and garden management. The program diagnosis tool used the PWI-SF questionnaire, which is a stress scale test paper 
before and after program activities, and consists of 18 item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tress before and after program activity, the stress change 
according to the program activity decreased in a significant range for all 9 programs. In the garden,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ing activity program affects stress and has a physical and healthy healing effect. The program that showed 
the highest change was [Making a garden sculpture], showing the largest difference with a difference of 0.26 points. 
The type appeared as a garden decoration. The program with the least stress change was [Understand me sweetly], 
showing the lowest difference with a score of 0.09.

Second, as a result of pre- and post-analysis according to the stress items before and after garden healing activity 
program, 8 were most significant in the 3rd session [Making a garden sculpture] program. In the 4th [Maintaining 
the garden] and 8th [My Garden Story] programs, the least significance was recognized with 0.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item scores before and after program activities, most items had lower item values than before and after, 
and some physical activities caused physical stress in energy-consuming activities, or increased item numbers as part 
of the healing proc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garden healing activity program affects the stress chan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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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의학기술발달과건강생활수준향상, 저출산현

상으로노인인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는 추세이다(정승진,

2019). 이에따라노인의삶의질이한국사회의삶의질에미치

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정경희 등, 2017).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들이 자기 내에서

독립되어 형성되는 내적 개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안녕상태

로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은 노인 자신의 인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 달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파악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다(김귀분과석소현, 2008).

노인의만족스럽고의미있는삶을추구하기위해삶의질향

상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증대

하고 있다(최해경과 김정은, 2018).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Lazarus and Folkman(1984)에 따르

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노인들은 중대한 생활

사건보다 정서적, 심리적 적응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노년기에는신체기능의약화나질병과같은신체적, 생리적

변화뿐만아니라, 직장에서의 은퇴와더불어경험하게되는경

제적불안정, 사회나가정에서의역할변화, 심리적적응문제로

축적되어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원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화, 건강, 경제상태, 역할변

elderly, and it is judged that it can be suggested as a way to solve the stress problem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rough garden healing activities, people and nature coexist, and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green welfare to enjoy 
a healthy life, and it is judged that the garden will be widely used as a function of a healing garden.

Key Words: Green Welfare, Healing Garden, Potential Stress, Brainstorming, Paired Sample T-Tes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스트레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천안지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감취약층 중 스트레스지수가 9점 이상인 노인 13명을 선정하였다. 치유
정원으로 조성된 곳에서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을 9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브레인 스토밍
FGI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및 검증하였으며, 정원장식, 정원감상, 정원관리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진단도구는 프로그램 활동 사전 사후에 스트레스 척도 검사지인 PWI-SF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18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결과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9개

프로그램 모두 유의한 범위에서 감소하였다. 정원에서 치유활동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건강적으
로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변화를 보인 프로그램은 [정원 조형물 만들기]로 차이는 0.26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유형은 정원장식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변화가 가장 적었던 프로그램은 [달콤한 나를 이해하
기]로 0.09점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정원치유활동프로그램활동전-후스트레스항목에따른전후분석결과, 3차시 [정원조형물만들기] 프로그램

에서 8개로 가장 많이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4차시 [정원 유지 관리하기], 8차시 [나의 정원이야기] 프로그램에서 0개로
가장 적은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프로그램 활동 전-후 항목 점수 차이 결과 대다수 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아졌으며, 일부 신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에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이게 되거나, 
치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항목 수치가 높아진 것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정원치유활동 프로그램이노인의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노인의스트레스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방안으로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정원 치유활동으로사람과 자연이 공존하
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녹색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원이 힐링정원의 기능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녹색복지, 힐링정원, 잠재적 스트레스군, 브레인스토밍, 대응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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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인관계, 상실 등으로 나타나고(김주현 등, 2006),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건강, 경제, 여가 등의노인문제들중고독감과소외감, 심리

적스트레스는더욱가중되고있다(이종경과이은주, 2010). 스

트레스가누적되면심리적으로신경이예민해져서걱정과불안,

초조, 긴장 등의 현상으로 신경쇠약과 우울, 의욕상실 등의 징

후가나타나고, 정서상태의불안정과비탄및증오감을갖게되

며, 극도의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백경숙과 권용신, 2005).

이러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노인의 스트레스 관리방안

으로 정책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

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영희와 박재순, 2010).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녹색활동프로그램

은 노인들의 스트레스 저감과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강현경 등, 2015).

산림청에서는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정원을 녹색공간으

로 많이 조성하고 정원을 통해 녹색생활공간을 많이 창출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녹색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녹색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치

유정원은정원의다양한기능과자원을활용하여신체적, 정신

적건강을회복하고유지, 증진시키며활동하는곳으로(수목원

정원법) 치유정원조성에대한연구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민병욱, 2013; 이은엽등, 2015; 정명자와박원규, 2017). 치유

정원의공간이확대됨에따라치유정원에서할수있는프로그

램이필요하다. 치유정원 관련연구의동향을살펴보면국외에

서 Sorensen(2002)의 올슨가족정원 사용후 이용만족도(POE)

에 관한 연구, Curtis(2007)의 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의 거주

후평가(POE)를 통한물리적환경평가연구, Rodiek(2009)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외부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관계에 대

한연구, Pashs and Shepley(2013)의교통이혼잡한지역의외

부공간에 자연적 요소가 풍부한 디자인 적용의 필요성 연구,

Huxmann(2016)의 연구에서는 원예치료를 위한 정원에 관한

연구, Motte(2016)의호주빅토리아주특수시설의원예치료정

원설계에관한연구, Koura and Ikeda(2016)의 치매노인의원

예치료정원활동이자율신경계에미치는영향연구등이수행

되었다. 국내에서는 차인수(2012)의 치유정원 측면에서 본 노

인요양시설의공간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도입가능성 연구,

손지혜와양내원(2012)의국내의료시설기본설계과정에서나

타나는 치유환경 개념의 반영 특성에 관한 연구, 안제준(2013)

의 계층분석기법을 통한 원예치료정원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연구, 민병욱(2013)의 치유 경관의 개념을 적용한 병원 옥외

공간 조경설계, 탁영란(2014)의 정원의 회복탄력성 연구, 안득

수(2015)의 치유정원 심리적 생리적 효과 연구, 이은엽 등

(2015)의 치유조경계획 연구, 장혜숙 등(2017)의 근무자들의

실내치유정원 설치 체험에 따른 심리적 변화 연구, 정명자 등

(2017)의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연구,

안제준과 박율진(2018)의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

가지표개발, 김이경등(2020)의치유농업에의한 COVID트라

우마 극복 연구, 서울식물센터(2021)의 시니어를 위한 정원치

유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에 치유정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연구

대부분 원예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식물을 활용한 프로그

램이많이시행되어연구되었으며, 정원을 중심으로하여정원

의다양한기능과자원을활용한프로그램에관한연구는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은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

능과 자원을 이용한 치유 정원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정원에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스트레스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21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충청남

도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선정기준은스트레스를많이받는민감취약층노인으로, 천안

시 지역 노인회관 등에서 연구 내용 설명 후 지원자 30명에 대

하여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해당되

는 스트레스 지수 9점 이상인 1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은 정원의 다양한 기능

과자원을활용하여신체적, 정신적건강을회복하고, 유지․증

진시키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브레인

스토밍 FGI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및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사회복지사 2명, 조경기술사 1명, 정원활동전문가 4명

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치유 목적으로 조성된 정원에서

정원장식과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 9차시로,

차시마다 180분으로 30분 준비(인사, 체조, 사전설문지), 120분

활동, 30분 정리(사용도구 정리, 사후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정원장식, 정원감상,

정원관리 3개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정원관리는식물에따른물주는양과방법을이해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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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물물주기, 식물전정방법을학습하고, 정원돌아다니면

서 전정해보기, 천연 방제에 대해 학습하고, 정원에서 실제 방

제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장식은 정원을 장식할

수 있는 힐링판 만들기, 만든 힐링판 정원에 장식하기, 식물이

름표만들고장식하기로구성되어있다. 정원감상은정원을생

각하고 힐링정원 기본구상하기, 정원 산책하면서 정원 느끼기,

꽃차시음하기, 다른정원사례동영상시청, 실제치유힐링정원

감상 및 소통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변화 측정은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전, 후마다사회심리적삶의질진단도구단축형(Psycho 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 설문지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다. PWI-SF는 Goldberg의 GHQ-60

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단계에 걸친 문항수정

과척도의수정을거쳐 45개의문항으로개발된사회심리적건

강측정도구(PWI)를 장세진(2000)이 18문항으로 단축한 것으

로서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진단한다(표

2 참조).

PWI-SF는 심리적인문제뿐만아니라, 스트레스로인해느끼

는 육체적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척도는 원래의 측정도구인

GHQ-60의 구성에 따라 18개 측정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전

차시�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활동유형

1 물�주는�정원사
-�식물별�물주는�양과�시기,�방법�익히기

-�실제�식물에�물�주기
정원�관리

2 오감으로�정원�경험하기

-�정원을�가꾸고�관리하는�전정방법�학습하기

-�정원�산책하면서�관리�활동해보기

-�정원�산책하며�식물�오감으로�느끼기

정원�관리

3 정원�조형물�만들기
-�정원을�느껴보기

-�정원에서�느낀�소감을�이야기하고,�치유�할�수�있는�힐링판�만들기
정원�장식

4 정원�유지�관리하기
-�정원관리에�필요한�방제�하는�방법�익히기

-�천연�방제약을�이용하여�정원에�실제�방제해보기
정원�관리

5
만들어진�정원�조형물�

장식하기

-� 3차시�때�만든�정원�조형물�정원에�직접�힐링판을�꽂아보기

-�정원을�느껴보기
정원�장식

6 힐링�정원�느끼기

-�정원을�마음속에�담기

-�꽃피우는�모습�관찰하기

-�힐링정원�기본구상�살펴보기

정원�감상

7
오감으로�정원�느끼며,�

식물�이름표�장식하기

-�냅킨아트로�식물이름표�만들어�장식하기

-�정원을�느끼고,�식물�이름표�꽂아주기
정원�장식

8 나의�정원�이야기
-�정원�느껴보기

-�정원산책
정원�감상

9 달콤한�나를�이해하기

-�꽃차�시음하기

-�정원�사례�시청하기

-�내가�살고�싶은�정원이야기하기

정원�감상

표 1. 치유 정원활동 프로그램(9차시)

번호 내용 매우�그렇다 대부분�그렇다 약간�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1 현재�매우�편안하며�건강하다고�느낀다. 0 1 2 3

2 잠자고�난�후에도�개운한�감이�없다.(*) 3 2 1 0

3 매우�피곤하고�지쳐�있어�먹는�것조차도�힘들다고�느껴진다.(*) 3 2 1 0

4 근심�걱정�때문에�편안하게�잠을�자지�못한다.(*) 3 2 1 0

5 정신이�맑고�깨끗하다고�느낀다. 0 1 2 3

6 기력(원기)이�왕성함을�느낀다. 0 1 2 3

표 2. PWI-SF 스트레스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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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그렇지않다’ 등으로구분하여 0∼3점을각각부여하도록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척도는 8점이하를건강군, 9∼26점을잠재적스트레스

군, 27점이상을고위험군으로규정하였다(표 3 참조). 사회심리

적 삶의질측정도구전체의내적일치도를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924로서매우높은신뢰도를나타내고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0.923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본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과 프로그램 활동

전-후스트레스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빈도분석을실시하였고,

활동 전-후 점수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차이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WI-SF 설문 18개항목비교하였으며, 이 때활동전-후스트

레스 점수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과 신뢰도분석 실
시하였다. 또한, paired t-test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등분

산 검정(Levene test)과 정규성검정(Kolmogorov-Simirnov)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모두 여성으로 13명(100%)

으로 연령대는 60대 5명, 70대 7명, 80대 1명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

1)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 결과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9개

프로그램 모두 유의한 범위에서 감소하였다. 오감으로 느끼며

식물이름표장식하기프로그램은 5%범위에서유의하였고, 다

른프로그램들은모두 0.1%범위에서유의성을보였다. 프로그

번호 내용 매우�그렇다 대부분�그렇다 약간�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7 밤이면�심란해지거나�불안해진다.(*) 3 2 1 0

8 대다수�사람들과�마찬가지로�나�자신을�잘�관리하고�있다고�생각한다. 0 1 2 3

9 전체적으로�현재�내가�하고�있는�일은�잘�되어가고�있다고�느낀다. 0 1 2 3

10 내가�행한�일의�방법이나�절차에�만족한다. 0 1 2 3

11 어떤�일에�바로�착수(시작)할�수�있다. 0 1 2 3

12 정상적인�일상생활을�즐길�수�있다. 0 1 2 3

13 안절부절�못하거나�성질이�심술궂게�되어진다.(*) 3 2 1 0

14 나에게�닥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다. 0 1 2 3

15 불행하고�우울함을�느낀다.(*) 3 2 1 0

16 나�자신에�대한�신뢰감이�없어지고�있다.(*) 3 2 1 0

17 모든�것을�고려해볼�때�행복감을�느낀다. 0 1 2 3

18 삶을�살아갈�만한�가치가�있다고�느낀다. 0 1 2 3

표 2. 계속

점수 결과

8점�이하 건강군

9점∼26점 잠재적�스트레스군

27점�이상 고위험�스트레스군

출처:�장세진(2000)이�GHQ-60을�기초로�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게�

수정�보완한� PWI중�단축형� PWI인� PWI-SF�사용.

표 3. 스트레스 척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여성 13 100

연령대

60대 � 5 38.5

70대 � 7 53.8

80대 � 1 7.7

표 4.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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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가장 높은 변화를 보인 프로그램은 정원 조형물 만들기로

나타났으며, 차이는 0.26점으로 가장 많은차이를보였다. 유형

은 정원장식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변화가 가장 적었던 프로

그램은 달콤한 나를 이해하기로 0.09점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으며, 유형은 정원감상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스트레스 항목에 따른 전후 분석 결과

(1) 물주는 정원사
1차시 물주는 정원사 프로그램의 항목별 스트레스 신뢰도

분석결과 0.950으로나타났으며, 항목별대응표본 t검정결과는
다음과같다(표 6 참조). 항목별분석에서항목 3, 12는 1%범

위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항목 4, 5, 6, 11, 14는 5%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시 프로그램에서는 7개 항목

의 유의성이인정되었다. 대다수 항목 결과가사전보다사후에

서항목수치가낮아졌으나, 2, 8 등 2개 항목에서사전보다사

후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항목 2는 [잠자

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로 실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식물에게물을주는과정에서무거운것을들어몸이스트레스

를 받았을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8은 [나를 잘 관리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는 질문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

으로 생각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11 [어떤 일에바로시작 가능]이 0.54로 가장 많은 차

이를 보였으며, 항목 8[나 자신을 잘 관리함]이 0.078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2) 오감으로 정원 경험하기
2차시 오감으로정원경험하기 프로그램의항목별 스트레스

신뢰도 분석결과 0.947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다음과같다(표 7 참조). 항목별분석에서항목 1, 3, 5,

6, 11는 5%범위에서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 2차시프로

그램에서는 5개 항목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대다수 항목 결

과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아졌으나, 항목 7, 1개

물�주는�정원사�프로그램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154 0.376 1.477 0.165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231 0.927 –0.898 0.387

3 피곤해�먹는�게�힘듦 0.462 0.519 3.207 0.008**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308 0.480 2.309 0.040*

5 정신이�맑고�깨끗함 0.308 0.480 2.309 0.040*

6 기력이�왕성함 0.308 0.480 2.309 0.040*

7 밤이면�심란,�불안함 0.154 0.376 1.477 0.165

8 나�자신을�잘�관리함 –0.077 0.760 –0.365 0.721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231 0.439 1.897 0.082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154 0.376 1.477 0.165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538 0.660 2.941 0.012*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462 0.519 3.207 0.008**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154 0.376 1.477 0.165

14 문제해결�가능 0.385 0.506 2.739 0.018*

15 불행,�우울함 0.385 0.768 1.806 0.096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231 0.725 1.148 0.273

17 나는�행복함 0.231 0.599 1.389 0.190

18 삶의�가치�있음 0.154 0.376 1.477 0.165

*� p<0.05,� **� p<0.01,� ***� p<0.001.

표 6. 물주는 정원사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프로그램명 평균 표준편차 F p

1 물�주는�정원사 0.24 0.188 5.394 0.000***

2
오감으로�정원�

경험하기
0.23 0.189 5.076 0.000***

3 정원�조형물�만들기 0.26 0.161 6.983 0.000***

4 정원�유지�관리하기 0.13 0.106 5.154 0.000***

5
만들어진�정원�조형물�

장식하기
0.14 0.138 4.344 0.000***

6 힐링�정원�느끼기 0.21 0.171 5.208 0.000***

7
오감으로�정원�느끼며,�

식물�이름표�장식하기
0.10 0.197 2.116 0.049*

8 나의�정원�이야기 0.14 0.160 3.637 0.002**

9 달콤한�나를�이해하기 0.09 0.123 2.938 0.009**

*� p<0.05,� **� p<0.01,� ***� p<0.001.

표 5.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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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 1 [현재 편안, 건강하다]과 6 [기력이 왕성하다]가

0.615로가장많은차이를보였으며, 항목 14 [문제해결가능]에

서 0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3) 정원 조형물 만들기
3차시 정원 조형물 만들기 프로그램의 항목별 스트레스 신

뢰도 분석결과 0.890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대응표본 t검정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항목별 분석에서 항목 6은 1%

범위에서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항목 1, 3, 8, 9, 10,

11, 17은 5%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시

프로그램에서는 8개 항목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대다수 항목 결과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아졌

으나, 항목 2는 [잠자고난후에도개운한감이없다]로힐링판

만드는 과정에서 냅키아트 장식으로 다양한 색이 들어감에 따

라 생각변화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힐링판에

들어가는 힐링문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1 [편안, 건강함]이 0.548로가장많은차이를보였으며,

항목 14 [문제해결 가능]에서 0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4) 정원 유지 관리하기
4차시 정원유지관리하기프로그램의항목별스트레스신뢰

도분석결과 0.950으로나타났으며, 항목별대응표본 t검정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항목별 분석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항목은없었다. 대다수항목결과가사전보다사후에서항목수

치가낮아졌으나, 1개 항목에서사전보다사후가높게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항목 4는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자지못한다]로정원관리에서필요한방제하는방법과천

연 방제약을 만들어보고, 정원에 실제로 방제해보는 활동으로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하

는과정에서스트레스지수가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항

목 7 [밤이면심란하고, 불안하다]과항목 12 [정상적인일상생

오감으로�정원�경험하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615 0.506 4.382 0.001***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307 0.751 1.477 0.165

3 피곤해�먹는�게�힘듦 0.308 0.480 2.309 0.040*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077 0.493 0.562 0.584

5 정신이�맑고�깨끗함 0.308 0.480 2.309 0.040*

6 기력이�왕성함 0.615 0.768 2.889 0.014*

7 밤이면�심란,�불안함 –0.077 0.277 –1.000 0.337

8 나�자신을�잘�관리함 0.231 0.438 1.897 0.082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154 0.555 1.000 0.337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154 0.375 1.477 0.165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461 0.519 3.207 0.008**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154 0.555 1.000 0.337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077 0.277 1.000 0.337

14 문제해결�가능 0.000 0.408 0.000 1.000

15 불행,�우울함 0.077 0.277 1.000 0.337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231 0.438 1.897 0.082

17 나는�행복함 0.231 0.438 1.897 0.082

18 삶의�가치�있음 0.154 0.555 1.000 0.337

*� p<0.05,� **� p<0.01,� ***� p<0.001.

표 7. 오감으로 정원 경험하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정원�조형물�만들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548 0.660 2.941 0.012*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154 0.555 –1.000 0.337

3 피곤해�먹는�게�힘듦 0.385 0.506 2.739 0.018*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231 0.438 1.897 0.082

5 정신이�맑고�깨끗함 0.231 0.599 1.389 0.190

6 기력이�왕성함 0.461 0.519 3.207 0.008**

7 밤이면�심란,�불안함 0.231 0.438 1.897 0.082

8 나�자신을�잘�관리함 0.308 0.480 2.309 0.040*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385 0.506 2.739 0.018*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308 0.480 2.309 0.040*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308 0.480 2.309 0.040*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308 0.630 1.760 0.104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154 0.375 1.477 0.165

14 문제해결�가능 0.000 0.577 0.000 1.000

15 불행,�우울함 0.231 0.438 1.897 0.082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154 0.375 1.477 0.165

17 나는�행복함 0.385 0.506 2.739 0.018*

18 삶의�가치�있음 0.308 0.630 1.760 0.104

*� p<0.05,� **� p<0.01,� ***� p<0.001.

표 8. 정원 조형물 만들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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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가능하다]이 0.308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항목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이 0으로 가장 낮은차이를보였다.

(5) 만들어진 정원 조형물 장식하기
5차시 정원 조형물 장식하기 프로그램의 항목별 스트레스

신뢰도 분석결과 0.947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항목별 분석에서 항목 3, 12

는 1%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항목 4, 5, 6, 11, 14는 5%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5차시 프로그램에서는

7개 항목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대다수 항목 결과가 사전보

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아졌으나, 1개 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가높게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가높아진항목4는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잠]으로 3차시 정원 조형물 만들기 활동과

비슷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항목 11 [어떤일에바

로 시작 가능]이 0.538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항목 8

[나 자신을 잘 관리함]이 0.078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6) 힐링 정원 느끼기
6차시 힐링 정원 느끼기 항목별 스트레스 신뢰도 분석결과

0.963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항목별 분석에서 항목 1은 1% 범위에서 유

의성이있었고, 항목 8, 9, 10은 5%범위에서유의성이있는것

으로나타나 6차시프로그램에서는 4개 항목의유의성이인정

되었다. 대다수 항목 결과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아졌다. 항목 1 [편안, 건강함]이 0.462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항목 11 [어떤 일에 바로 시작 가능]과 항목 16 [나

에 대해 신뢰감 없어짐]이 0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7) 오감으로 정원 느끼며 식물 이름표 장식하기
7차시 오감으로 정원 느끼며 식물 이름표 장식하기 프로그

램의항목별스트레스신뢰도분석결과 0.928로 나타났으며, 항

목별대응표본 t검정결과는다음과같다. 이 때, 항목 13은표
준오차가 0으로 나타나상관계수및 t-값을계산할수없어표

정원�유지�관리하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231 0.439 1.897 0.082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154 0.376 1.477 0.165

3 피곤해�먹는�게�힘듦 0.077 0.277 1.000 0.337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077 0.494 –0.562 0.584

5 정신이�맑고�깨끗함 0.077 0.494 0.562 0.584

6 기력이�왕성함 0.154 0.555 1.000 0.337

7 밤이면�심란,�불안함 0.308 0.630 1.760 0.104

8 나�자신을�잘�관리함 0.077 0.277 1.000 0.337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077 0.277 1.000 0.337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154 0.376 1.477 0.165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000 0.408 0.000 1.000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308 0.630 1.760 0.104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077 0.277 1.000 0.337

14 문제해결�가능 0.077 0.494 0.562 0.584

15 불행,�우울함 0.154 0.376 1.477 0.165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308 0.855 1.298 0.219

17 나는�행복함 0.077 0.494 0.562 0.584

18 삶의�가치�있음 0.077 0.494 0.562 0.584

*� p<0.05,� **� p<0.01,� ***� p<0.001.

표 9. 정원 유지 관리하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만들어진�정원�조형물�장식하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154 0.376 1.477 0.165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231 0.927 –0.898 0.387

3 피곤해�먹는�게�힘듦 0.462 0.519 3.207 0.008**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308 0.480 2.309 0.040*

5 정신이�맑고�깨끗함 0.308 0.480 2.309 0.040*

6 기력이�왕성함 0.308 0.480 2.309 0.040*

7 밤이면�심란,�불안함 0.154 0.376 1.477 0.165

8 나�자신을�잘�관리함 –0.077 0.760 –0.365 0.721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231 0.439 1.897 0.082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154 0.376 1.477 0.165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538 0.660 2.941 0.012*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462 0.519 3.207 0.008**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154 0.376 1.477 0.165

14 문제해결�가능 0.385 0.506 2.739 0.018*

15 불행,�우울함 0.385 0.768 1.806 0.096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231 0.725 1.148 0.273

17 나는�행복함 0.231 0.599 1.389 0.190

18 삶의�가치�있음 0.154 0.376 1.477 0.165

*� p<0.05,� **� p<0.01,� ***� p<0.001.

표 10. 만들어진 정원 조형물 장식하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
스 항목 대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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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지 않았다(표 12 참조).

항목별분석에서항목 6은 5%범위에서유의성이있는것으

로 나타나 7차시 프로그램에서는 1개 항목의 유의성이 인정되

었다. 대다수 항목 결과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

아졌으나, 2개 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항목 2는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

한 감이 없다] 3차시 활동과 마찬가지로 식물이름판 만드는

과정에서 냅키아트 장식으로 다양한 색이 들어감에 따라 생

각변화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항목 8은 [나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으로 식물을 찾는 과정에

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3 [피곤해 먹는 게 힘듦]과 항목4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잠]는 0.385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

였으며, 항목 12 [정상적인 일상생활 가능]는 0으로 가장 낮

은 차이를 보였다.

(8) 나의 정원 이야기
8차시나의정원이야기프로그램의항목별스트레스신뢰도

분석결과 0.918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표 13 참조). 항목별 분석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항목은없었다. 대다수항목결과가사전보다사후에서항목수

치가 낮아졌으나, 2개 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

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항목 8 [나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와항목 14 [나에게닥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다]

로다른사람들이실제잘조성한정원사례를보고, 현재의나

의 상황과 비교함에 따라 생각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6 [기력이왕성함]이 0.462로 가장많은차이를보였으

며, 항목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과항목 17 [나는행복

함]에서 0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9) 달콤한 나를 이해하기
9차시 달콤한 나를 이해하기 프로그램의 항목별 스트레스

힐링�정원�느끼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462 0.519 3.207 0.008**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231 0.439 1.897 0.082

3 피곤해�먹는�게�힘듦 0.077 0.494 0.562 0.584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000 0.408 0.000 1.000

5 정신이�맑고�깨끗함 0.462 0.776 2.144 0.053

6 기력이�왕성함 0.385 0.650 2.132 0.054

7 밤이면�심란,�불안함 –0.077 0.494 –0.562 0.584

8 나�자신을�잘�관리함 0.308 0.480 2.309 0.040*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385 0.506 2.739 0.018*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308 0.480 2.309 0.040*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000 0.577 0.000 1.000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231 0.599 1.389 0.190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308 0.630 1.760 0.104

14 문제해결�가능 0.308 0.630 1.760 0.104

15 불행,�우울함 0.077 0.277 1.000 0.337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000 0.408 0.000 1.000

17 나는�행복함 0.077 0.494 0.562 0.584

18 삶의�가치�있음 0.231 0.439 1.897 0.082

*� p<0.05,� **� p<0.01,� ***� p<0.001.

표 11. 힐링 정원 느끼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오감으로�정원�느끼며�식물�이름표�장식하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154 0.555 1.000 0.337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308 0.751 –1.477 0.165

3 피곤해�먹는�게�힘듦 0.385 0.650 2.132 0.054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385 0.650 2.132 0.054

5 정신이�맑고�깨끗함 0.231 0.439 1.897 0.082

6 기력이�왕성함 0.308 0.480 2.309 0.040*

7 밤이면�심란,�불안함 0.231 0.599 1.389 0.190

8 나�자신을�잘�관리함 –0.308 0.630 –1.760 0.104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077 0.277 1.000 0.337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077 0.494 0.562 0.584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154 0.376 1.477 0.165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000 0.408 0.000 1.000

14 문제해결�가능 0.077 0.494 0.562 0.584

15 불행,�우울함 –0.077 0.494 –0.562 0.584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000 0.408 0.000 1.000

17 나는�행복함 0.231 0.599 1.389 0.190

18 삶의�가치�있음 0.154 0.555 1.000 0.337

*� p<0.05,� **� p<0.01,� ***� p<0.001.

표 12. 오감으로 정원 느끼며 식물 이름표 장식하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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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결과 0.921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항목별 분석에서 항목 5, 14

는 5%범위에서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 9차시프로그램

에서는 2개 항목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대다수 항목 결과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항목 수치가 낮아졌

으나 3, 4, 11등 3개 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지수가높아진항목 3 [매우피곤하고지쳐있어먹

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껴진다]과 항목 4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항목 11은 [어떤일에바로시작

할수있다]로실제꽃차를시음하고, 내가살고싶은정원이야

기를통해정신적, 신체적 치유하는과정으로스트레스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스트레스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천안지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감취약층

중 스트레스지수가 9점 이상인 노인 13명을 선정하였다. 치유

정원으로조성된곳에서 9회의정원치유활동프로그램을실시

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브레인 스토밍

FGI를통하여프로그램을개발및검증하였으며, 정원장식, 정

원감상, 정원관리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진단도구는 프로그램 활동 사전 사후에 스트레스

척도 검사지인 PWI-SF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18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결과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9개 프로그램 모두 유의한 범위에서 감

소하였다. 정원에서 치유활동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건강적으로치유의효과가있는것을확인하였

다. 가장 높은 변화를 보인 프로그램은 [정원 조형물 만들기]

로차이는 0.26점으로가장많은차이를보였다. 유형은정원장

나의�정원�이야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231 0.439 1.897 0.082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000 0.408 0.000 1.000

3 피곤해�먹는�게�힘듦 0.231 0.599 1.389 0.190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231 0.599 1.389 0.190

5 정신이�맑고�깨끗함 0.385 0.650 2.132 0.054

6 기력이�왕성함 0.462 0.776 2.144 0.053

7 밤이면�심란,�불안함 0.308 0.751 1.477 0.165

8 나�자신을�잘�관리함 –0.154 0.899 –0.617 0.549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231 0.439 1.897 0.082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154 0.555 1.000 0.337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000 0.408 0.000 1.000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077 0.277 1.000 0.337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154 0.376 1.477 0.165

14 문제해결�가능 –0.077 0.494 –0.562 0.584

15 불행,�우울함 0.077 0.277 1.000 0.337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077 0.494 0.562 0.584

17 나는�행복함 0.000 0.408 0.000 1.000

18 삶의�가치�있음 0.077 0.494 0.562 0.584

*� p<0.05,� **� p<0.01,� ***� p<0.001.

표 13. 나의 정원 이야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달콤한�나를�이해하기

항목
대응차

F p
평균 표준편차

1 편안,�건강함 0.154 0.376 1.477 0.165

2 잠자고�난�후�개운감�없음 0.077 0.494 0.562 0.584

3 피곤해�먹는�게�힘듦 –0.077 0.277 –1.000 0.337

4 근심�걱정으로�잠을�못�잠 –0.077 0.494 –0.562 0.584

5 정신이�맑고�깨끗함 0.308 0.480 2.309 0.040*

6 기력이�왕성함 0.000 0.577 0.000 1.000

7 밤이면�심란,�불안함 0.154 0.376 1.477 0.165

8 나�자신을�잘�관리함 0.231 0.599 1.389 0.190

9 내가�행한�일은�잘�되어감 0.000 0.577 0.000 1.000

10 나의�방법,�절차에�만족 0.000 0.408 0.000 1.000

11 어떤�일에�바로�시작�가능 –0.077 0.494 –0.562 0.584

12 정상적인�일상생활�가능 0.000 0.577 0.000 1.000

13 성질이�심술궂게�됨 0.077 0.277 1.000 0.337

14 문제해결�가능 0.308 0.480 2.309 0.040*

15 불행,�우울함 0.154 0.555 1.000 0.337

16 나에�대해�신뢰감�없어짐 0.154 0.376 1.477 0.165

17 나는�행복함 0.154 0.555 1.000 0.337

18 삶의�가치�있음 0.000 0.577 0.000 1.000

*� p<0.05,� **� p<0.01,� ***� p<0.001.

표 14. 달콤한 나를 이해하기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
대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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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변화가 가장 적었던 프로그램은 달

콤한 나를 이해하기로 0.09점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정원 치유활동 프로그램 활동 전-후 스트레스 항목에

따른 전후 분석 결과 3차시 [정원 조형물 만들기] 프로그램에

서 8개로가장많이유의성이인정되었다. 4차시 [정원유지관

리하기], 8차시 [나의 정원이야기] 프로그램에서 0개로 가장

적은 유의성이인정되었다. 프로그램 활동전-후항목점수 차

이결과대다수항목에서사전보다사후에서항목수치가낮아

졌으며, 일부 신체활동을통해에너지를소비하는활동에서신

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이게 되거나, 치유하는 과정

의 일환으로 항목 수치가 높아진 것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PWI-SF를 활용한 프로그램 결과를 보

면 김진숙 등(2020)의 연구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산불피해

지역주민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나타난 결과, 항목

마다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총 평균으로 보았을 때 사전에서는

26.59로 매우높게나타났으며, 산림치유프로그램을 3회시행하

였을때스트레스점수가 12.39로 14.2점이 낮아지는것을확인

할수있었다. 이근우등(2021)은 치유농업활동이청장년의스

트레스 및 회복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치유농

업활동프로그램 8회를 통해 스트레스 평균 1.31에서 1.06으로

0.25점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활동전전체평균 11.46으로 나타났으며, 9차시 프로그

램활동후 8.31점으로 3.15점이낮아진것을확인하였다. 타 연

구와의 차이점은 프로그램 시행 횟수와 대상자에 따른 차이로

수치적으로비교할수는없지만, 효과가 있는 것을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정원치유활동프로그램이노인의

스트레스변화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노인의 스

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

을것이다. 또한, 노인들의녹색활동을통해녹색복지의혜택을

받음으로써신체적정신적으로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삶의

질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표본수가 적

어 수집된 자료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표본수를 늘리고, 실험군과 대조

군을비교하여변화를알아보고, 정원에서 다양하게활동할수

있는프로그램개발과적용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

된다.

References

1. 강현경, 백승준, 김주환(2015) 녹색활동이 노인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8(1): 21-28.

2. 강현경, 백승준(2017)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이노인의정신건강에미
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20(1): 1-6.

3. 권기창, 최정숙(2016) 고령화 사회의 노인층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7(1): 249-
263.

4. 권윤희, 송미옥, 김정남(2011) 원예요법이 병동형 호스피스환자의 우
울과스트레스에미치는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0): 4394-
4402.

5. 김귀분, 석소현(2008) 노인의삶의질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0(2):
146-155.

6. 김주현, 박미정, 김현숙, 오진주, 유수정, 한규량(2006) 농촌재가노인을
위한 통합적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적용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3(2):
257-268.

7. 김진숙, 김명종, 민지선, 황성욱, 유지훈, 전영순(2020) 산림치유프로그
램이산불피해지역주민의스트레스와신체적건강증진에미치는영향.
한국환경과학회지 29(9): 915-924.

8. 김혜경(2010) 원예를 활용한 집단활동이 여성노인들의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9: 119-145.

9. 민병욱(2013) 치유경관의 개념을 적용한 병원 옥외공간 조경설계: 창
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1(1): 82-92.

10. 박미옥(2015)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정원
디자인학회지 1(2): 115-123.

11. 박미옥, 서주영, 구본학(2019) 녹색디자인교육체험프로그램이청소
년 녹색복지 활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5(2): 113-120.

12. 박미옥, 서효선, 구본학(2021) 녹색복지실현을위한녹색디자인환경
교육프로그램개발과적용연구: 청소년을대상으로. 한국정원디자인
학회지 7(1): 50-59.

13. 백경숙, 권용신(2005)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심리적 복
지감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노인복지연구 0(28): 379-402.

14. 손지혜, 양내원(2012) 국내 의료시설 기본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
유환경개념의 반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7):
125-132.

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23&lsiSeq=231455#
0000)

16. 신경림, 김정선(2003) 노인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노
인간호학회지 5(1): 29-37.

17. 안득수(2015) 정신병원 치유정원의 음경관 디자인을 위한 소리 효과
분석: 심리적및 생리적효과를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1): 82-
95.

18. 안제준(2013) 계층분석 기법을 통한 원예치료정원의 유니버셜디자인
평가.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안제준(2018) 원예치료정원의성능개선을위한평가지표개발. 전북대
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안제준, 박율진(2018) 원예치료정원의성능개선을위한평가지표개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4): 113-123.

21. 이근우, 전종문, 최이진, 정재효, 정효정(2021) 치유농업활동이청장년
의스트레스및회복탄력성, 행복감에미치는영향. 한국원예학회학술
발표요지 2021(10): 151.

22. 이성진(2017) 노인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삶의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인문사회 21 8(3): 1077-1091.

23. 이영희, 박재순(2010)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노인의 지각된 스트
레스, 우울 및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가정간호학회지 17(2):
127-134.

24. 이은엽, 강명수, 윤은주(2015) 공동주택단지의 치유조경계획가이드라
인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5. 이종경, 이은주(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스트레스 및 자
살생각 감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17-26.

26. 이종명(2020) 산림치유 환경유형에 따른 부정적스트레스 유발감정의
치유효과 분석: 계절별 방문횟수별. 사회융합연구 4(5): 1-23.

27. 이향련, 김소영(2010) 향기요법의 국내간호연구동향. 동서간호학연구
지 16(2): 85-95.

28. 이현경, 조록환, 양예숙, 김경수, 최동필(2020)농어촌관광마을내방객의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4

334�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4호(2021년 12월)� �

사회심리적스트레스(PWI-SF), 피로도(MFS). 한국도서학회지 32(3):
141-156.

29. 장세진(2000)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대한예방의학회:
144-181.

30. 장혜숙, 김광진, 서정남, 정현환(2017) 근무자들의 실내치유정원 설치
체험에 따른 심리적 변화.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17(5): 218-
219.

31.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2017) 노인의삶의질
지수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정명자, 박원규(2017)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5(4): 81-91.

33. 정승진, 강수정(2019) 저소득층여성노인의원예학습참여의미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5(1): 111-134.

34. 차인수(2012) 치유정원(Healing Garden) 측면에서본노인요양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도입가능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최해경, 김정은(2018) 지역사회노인의삶의만족도와영향요인의성
별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467-480.

36. 탁영란(2014) 정원의 회복탄력성. 환경논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37. 탁영란, 안지연, 정소영(2012) 노인전문병원의 치유적 옥외환경과 이
용자의건강성과 간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 의료․복지건축 18(1):
45-52.

38. 한미애, 한경희, 서정근(2013) 정원활동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학교스
트레스, 자아존중감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
식물환경학회지 16(6): 347-352.

39. 홍명희(2019) 노인성질환에대한치유프로그램효과연구. 에듀테인
먼트연구 1(1): 15-29.

40. 홍석호(2020)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를 겪는 노인들의 여가만족 요
인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1): 197-216.

41. Curtis, S., W. Gesler, K. Fabian, S. Francis, and S. Priebe(2007)
Therapeutic landscape in hospital design; a qualitative assessment by
staff and service users of the design of a newmental health inpatient
unit. Environmental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5(4):
591-610.

42. Huxmann, N. J(2016) ISHS Acta Horticulturae 1121: XXIX

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on Horticulture: Sustaining Lives,
Livelihoods and Landscapes (IHC2014): XII International People
Plant Symposium: Horticulture and Human Communities, The
Garden as Setting for Horticultural Therapy.

43. Koura, S. and A. Ikeda(2016) ISHS Acta Horticulturae 1121: XXIX
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on Horticulture: Sustaining Lives,
Livelihoods and Landscapes (IHC2014): XII International People
Plant Symposium: Horticulture and Human Communities,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eutic Garden on Autonomic Nervous System
Among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the Value of People-
Plants Relationships.

44. Lazarus, R. and S.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45. Motte, P. R.(2016) ISHS Acta Horticulturae 1121: XXIX 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on Horticulture: Sustaining Lives, Livelihoods
and Landscapes (IHC2014): XII International People Plant Symposium:
Horticulture and Human Communities, Therapeutic Garden Designs
in Special Needs Facilities in Victoria, Australia.

46. Pasha, S. and M. Shepley(2013) Research note: physical activity in
pediatric hospital garden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18: 53-58.

47. Rodiek, S.(2009) Environmental influence on outdoor usage in
facilities for the elderly. Paper at the 6th World Congress on Design
and Health, Singapore, June 27.

48. Sorensen, K. T. (2002) Effect of Time Spent in a Hospital Garden on
Satisfaction with Hospital Care.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Received

Revised

Accepted

2인익명�심사필

:

:

:

29�November,�2021�

� 2�December,�2021�

23�December,�2021�

29�December,�2021�

29�December,�2021

(1st)

(2nd)

(3rd)


	05-박미옥,서주영-가제본
	개요
	1. 강현경, 백승준, 김주환(2015) 녹색활동이 노인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8(1): 21-28.
	2. 강현경, 백승준(2017)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20(1): 1-6.
	3. 권기창, 최정숙(2016) 고령화 사회의 노인층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7(1): 249- 263.
	4. 권윤희, 송미옥, 김정남(2011) 원예요법이 병동형 호스피스환자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0): 4394- 4402.
	5. 김귀분, 석소현(2008) 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0(2): 146-155.
	6. 김주현, 박미정, 김현숙, 오진주, 유수정, 한규량(2006) 농촌 재가노인을 위한 통합적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적용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3(2): 257-268.
	7. 김진숙, 김명종, 민지선, 황성욱, 유지훈, 전영순(2020)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산불피해지역주민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과학회지 29(9): 915-924.
	8. 김혜경(2010) 원예를 활용한 집단활동이 여성노인들의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9: 119-145.
	9. 민병욱(2013) 치유경관의 개념을 적용한 병원 옥외공간 조경설계: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1(1): 82-92.
	10. 박미옥(2015)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1(2): 115-123.
	11. 박미옥, 서주영, 구본학(2019) 녹색 디자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 녹색복지 활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5(2): 113-120.
	12. 박미옥, 서효선, 구본학(2021)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녹색 디자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7(1): 50-59.
	13. 백경숙, 권용신(2005)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노인복지연구 0(28): 379-402.
	14. 손지혜, 양내원(2012) 국내 의료시설 기본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유환경개념의 반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7): 125-132.
	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23&lsiSeq=231455#0000)
	16. 신경림, 김정선(2003) 노인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5(1): 29-37.
	17. 안득수(2015) 정신병원 치유정원의 음경관 디자인을 위한 소리 효과 분석: 심리적 및 생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1): 82- 95.
	18. 안제준(2013) 계층분석 기법을 통한 원예치료정원의 유니버셜디자인 평가.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안제준(2018)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안제준, 박율진(2018)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4): 113-123.
	21. 이근우, 전종문, 최이진, 정재효, 정효정(2021) 치유농업 활동이 청장년의 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21(10): 151.
	22. 이성진(2017) 노인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3): 1077-1091.
	23. 이영희, 박재순(2010)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노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가정간호학회지 17(2): 127-134.
	24. 이은엽, 강명수, 윤은주(2015) 공동주택단지의 치유조경계획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5. 이종경, 이은주(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감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17-26.
	26. 이종명(2020) 산림치유 환경유형에 따른 부정적 스트레스 유발감정의 치유효과 분석: 계절별 방문횟수별. 사회융합연구 4(5): 1-23.
	27. 이향련, 김소영(2010) 향기요법의 국내간호연구 동향. 동서간호학연구지 16(2): 85-95.
	28. 이현경, 조록환, 양예숙, 김경수, 최동필(2020) 농어촌관광마을 내방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피로도(MFS). 한국도서학회지 32(3): 141-156.
	28. 이현경, 조록환, 양예숙, 김경수, 최동필(2020) 농어촌관광마을 내방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피로도(MFS). 한국도서학회지 32(3): 141-156.
	29. 장세진(2000)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대한예방의학회: 144-181.
	30. 장혜숙, 김광진, 서정남, 정현환(2017) 근무자들의 실내치유정원 설치 체험에 따른 심리적 변화.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17(5): 218- 219.
	31.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정명자, 박원규(2017)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5(4): 81-91.
	33. 정승진, 강수정(2019) 저소득층 여성 노인의 원예학습 참여 의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5(1): 111-134.
	34. 차인수(2012) 치유정원(Healing Garden) 측면에서 본 노인요양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도입가능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최해경, 김정은(2018)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467-480.
	36. 탁영란(2014) 정원의 회복탄력성. 환경논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37. 탁영란, 안지연, 정소영(2012) 노인전문병원의 치유적 옥외환경과 이용자의 건강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18(1): 45-52.
	38. 한미애, 한경희, 서정근(2013) 정원활동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6(6): 347-352.
	39. 홍명희(2019)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효과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 1(1): 15-29.
	40. 홍석호(2020)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를 겪는 노인들의 여가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1): 197-216.
	41. Curtis, S., W. Gesler, K. Fabian, S. Francis, and S. Priebe(2007) Therapeutic landscape in hospital design; a qualitative assessment by staff and service users of the design of a new mental health inpatient unit. Environmental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5(4): 591-610.
	42. Huxmann, N. J(2016) ISHS Acta Horticulturae 1121: XXIX 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on Horticulture: Sustaining Lives, Livelihoods and Landscapes (IHC2014): XII International People Plant Symposium: Horticulture and Human Communities, The Garden as Setting for Horticultural Therapy.
	43. Koura, S. and A. Ikeda(2016) ISHS Acta Horticulturae 1121: XXIX 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on Horticulture: Sustaining Lives, Livelihoods and Landscapes (IHC2014): XII International People Plant Symposium: Horticulture and Human Communities,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eutic Garden on Autonomic Nervous System Among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the Value of People- Plants Relationships.
	44. Lazarus, R. and S.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45. Motte, P. R.(2016) ISHS Acta Horticulturae 1121: XXIX 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on Horticulture: Sustaining Lives, Livelihoods and Landscapes (IHC2014): XII International People Plant Symposium: Horticulture and Human Communities, Therapeutic Garden Designs in Special Needs Facilities in Victoria, Australia.
	46. Pasha, S. and M. Shepley(2013) Research note: physical activity in pediatric hospital garden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18: 53-58.
	47. Rodiek, S.(2009) Environmental influence on outdoor usage in facilities for the elderly. Paper at the 6th World Congress on Design and Health, Singapore, June 27.
	48. Sorensen, K. T. (2002) Effect of Time Spent in a Hospital Garden on Satisfaction with Hospital Care.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