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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arden healing program for social diseases and psychological pain, and 
to cure social diseases through green healing activities in the garden through daily gardening activities and exercise 
therapy around the living area. It was conducted to develop a program to restore a healthy life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e garden healing program was divided into a garden event activity and a healing garden creation activity, 
and consisted of 3 hours each over a total of 30 sessions.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vulnerable groups who were 
judged to have a high stress index due to exposure to social diseases, and those with a high stress index were selected 
such as the elderly over 65 and helpers for the disabled. A control group to compare and verify the effect was selected 
from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mong the vulnerable socially ill. The gardening activities were 
carried out targeting the N University Gardens and the Cheonan Citizens’ Forest created by the Garden Dream Project. 
As a result of gardening, the stress scale was lowered from 26.19 to 4.13, indicating that gardening was a great help 
in relieving str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0.1% confidence range even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Healing Gardening was found to be a useful green welfare tool for relieving the 
stress of the vulnerable and vulnerable to soci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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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10년간 스트레스 인지율은 25∼30%, 우울감 경험률은

5∼7%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스트레스 등은 사회적현상이며,

생활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이는 정신업무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사회적 질환이 지

속적으로발생되고있다. 이에따라 환경문제의심각성이증대

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치유에 대한사회적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1인 가구 증가, 초고

령사회 진입 등정서적 문제와 외로움, 우울감 등의 정신적 문

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

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원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면서 한편으로 녹색복지 및 녹색치유의 핵심전략으로서

정원치유기능과효용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질환

의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기반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치유정원 활동과 프로그램의 중요

성과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의

해 수립된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에 의하면, ‘언

제 어디서든 접할 수있는정원’이라는 비전과더불어 국민 누

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누리고, 정원의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정원치유 활동을 통한 생활

속면역력증진을실천전략으로포함하고 있다. 박미옥(2015)

에 의하면정원은생태계서비스중특히문화서비스기능이강

조되고있으며, 정원을 기반으로하는에코힐링프로그램을통

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유용한 매개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원은 단순히 감상과 휴양의 대상이 아닌 힐링

의공간으로인식되고있어치유정원으로발전하고있으며, 특

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치유정원 요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치유정원은그자체로치유를목적으로조성되었거나(수

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정원활동을통해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성된정원형태라고 할 수있다. 치유

정원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개개인의 관계

와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으며,

휴식과 질병 회복, 즐기는 공간, 쾌적성을 제공하는 공간 등의

다목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물 및 정원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계획적인 프로그램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America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AHTA).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2018)에서는 2024년까

지적어도 90만명이사회적처방을받을수있도록투자계획

을수립하였으며, 사회적처방에는자연기반활동이나운동, 웰

빙과같은비의료적서비스를처방하는것을의미한다. 싱가폴

에서는 치유정원 프로그램 유형을 사회적 정원(SHP), 치유정

원(THP), 정원치유(HTP) 등으로 구분하며, 국가주도로 2030

년까지 30개의 치유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Eden Project는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100%가 정신건강이개선되었고, 50%가 더이상의료서비스필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질환과 심리적 아픔에 대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권 주변에서 일상적인 정원활동과
운동요법을 통해 정원의녹색치유활동을통한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정원이벤트 활동과 치유정원 조성 활동으로 구분하여 총
30회에 걸쳐 각각 3시간씩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회적 질환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것으로판단되는취약계층으로서, 65세 이상노년층과 장애인등 도우미활동가를대상으로 스트레스지수가 높은사람들
을 선정하였다.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한 대조구는 사회적 질환 취약층 중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중
선정하였다. 정원활동 대상지는 N대학교 정원과 정원드림프로젝트로 조성된 천안시민의 숲을 대상으로 정원활동을
수행하였다. 정원활동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26.19에서 4.13으로 낮아져 정원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조구와의 비교에서도 0.1% 신뢰범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정원활동이 특히 사회적
질환 민감취약층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유용한 녹색복지 도구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적 질환, 녹색복지, 스트레스 척도검사, 정원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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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느끼지않았다고하며, 사회적처방을통해정신건강부

터 당뇨에 이르기까지 비의학적 치료 수단이 되고 있다. 독일

의경우, 의학적인치료와연계되어사회적, 비의료적치료로서

정원치료를 하나의 체계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치유정원 및 정원치유를 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치유프로그

램 영역을 다룬 박찬우 등(2008)의 연구가 있으며, 치유정원

기능에대한탁영란(2014), 안득수(2015), 이은엽등(2015), 장

혜숙 등(2017), 정명자 등(2017), 이혜숙 등(2020), 박미옥 등

(2021) 등의연구가수행되어이제사회적인관심이시작된단

계이며, 운동활동을 병행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심리적 아픔과 사회적 질환에 대한

녹색복지 및 녹색치유의 핵심전략으로서의 정원치유 기능에

주목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생

활권 주변에서 일상적인 정원활동과 운동요법을 통해 정원에

서녹색치유활동을수행함으로써사회적질병을치유하고, 건

강한삶을회복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정원치유프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지 선정

본연구는충남천안시를대상으로지역사회맞춤형정원치

유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사회적약자로는스트레스사전검사

를통해스트레스지수가높은계층을선정하였다. 1) 천안, 아

산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2) 스트레스 위험군

인장애인등의보호자와활동가등을대상으로선정하여정원

치유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하였다.

정원활동 대상지는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산림청/국립수목원에서 시행한 정원드림 프로젝트로 조성된

천안 시민의 숲과, 천안시 소재 N대학 그린캠퍼스 프로그램으

로 조성된 베데스다 치유정원, 자연체험장, 핵심생태공간(구릉

지형 녹지) 등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으로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원활동과 스트레

스설문을실시하였고, 2022년 2월까지설문결과를분석하였다.

2. 정원치유 프로그램 및 치유정원 조성

1)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정원치유 프로그램은국내외치유정원 프로그램을분석하여

본연구에적용하기위한프로그램초안을개발하고, 이를전문

가 FGI를 통해 검증하여 확정하였다. 전문가는 정원전문가(조

경기술사, 화훼원예복지사, 시민정원사,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보건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 건강스포츠전문가 등), 가드닝 프

로그램 경험이 풍부한 미술치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균형있는

치유효과를도모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표 1 참조).

2) 치유정원 조성
치유정원은 천안시 소재 N대학교에 기 조성되었던 정원을

치유정원으로리모델링하였으며, 정원조성전문가가미리치유

표 1.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요

구분

치유정원�조성�활동 정원�이벤트�활동

가든아트�테라피
가든트레이닝�

테라피
마인드�테라피

개요

시민정원사,�

화훼원예복지사�및�

아트힐링전문가에�의한�

프로그램�설계�및�적용

건강스포츠�

전문가에�의한�

정원�기반�

트레이닝�힐링�

프로그램�설계�

및�적용

사회복지사,�

상담심리�

전문가에�의한�

정원�기반�

심리상담�

프로그램�설계�

및�적용

내용

-�정원조성,�유지관리�

활동을�통한�치유�힐링

-�정원,�화훼장식,�

그린인테리어�등�

정원기반�아트힐링�

활동

-� 18회×3시간

-�심리운동,�

생활체육�

등의�가든�

트레이닝을�

통한�치유�

힐링

-� 6회×3시간

-심리상담�등의�

마인드�힐링을�

통한�치유

-6회×3시간

-�개강과�함께�화관�

만들기

-�정원도구�활용하며�

힐링정원�느끼기

-�미니어처�시각정원

-�미니어처�후각정원

-�씨앗�심으며�정원�기초�

만들기

-�오감정원�조성하기

-�수생정원�조성하기

-�허브정원�조성하기

-�조형물(물주는�정원사)

-�오감으로�정원�

경험하기

-�정원�조형물�만들기

-�정원�유지관리하기

-�정원조형물�장식하기

-�힐링정원�느끼기

-�오감으로�정원�느끼면�

장식하기

-�나의�정원�이야기

-�달콤한�나를�이해하기

-�커뮤니티가드닝�워크샵

-�내�마음의�

화(花/⽕)�

다스리기

-�정원에서�

나를�찾는�

산책

-�정원� 3종�

경기

-�꼬불꼬불�

미로찾기

-�너와�나�하나

-�자연�속에서�

힐링골프

-�나는�꽃이다

-�나의�뿌리�

찾기

-�내�안에�

어린이가�

있어요

-�사랑과�전쟁

-�내�인생�나무

-� 100세�시대:�

행복go,�

건강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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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계획요소를도출하여수립된설계도에따라사회적약자

들이정원활동의하나로서치유정원을조성하였으며, 정원조성

활동은 정원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천안시에서 양성한 시

민정원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 평가 도구 및 측정

정원치유 프로그램 성과 평가 도구로는 산림청/국립수목원

에서 개발한 PWI-SF 스트레스 척도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PWI-SF는 Goldberg(1978)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2단계에 걸친 문항수정과 척도의 수정을 거쳐

45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WI)를

Jang(2000)이 18문항으로단축한것으로서스트레스의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진단하는 스트레스 척도 검사 평가문

항은 우울증과 관련된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

함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간 비교는 SPSS 통계분석 중

T-test를 통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적용

1) 프로그램 구성
Relf(1981), Williams(1990), Matsuo(1996), Lewis(1996),

Kaplan et al.(1998) 등에근거하여정원치유활동은식물의번
식과 식재, 토양 및 기반, 식물 감상 등을 통해 어휘력, 의사소

통력, 호기심, 지적 향상과기술훈련, 긍정적마인드와리더십,

자립성과 자신감, 자존감 상승 등의 효과와 더불어 운동 근육

기능 향상과 신체적 생리적 균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정원이벤트 활동과 치유정원 조

성 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0회 프로그램을 각각 3시간씩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정원이벤트 활동은 12회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주제는 가든

트레이닝테라피 6회, 마인드테라피 6회등 2개주제로구성되

었다. 치유정원조성활동은 18회로구성되었으며, 가든아트테

라피를주제로 식재기반 조성, 식재 및 조형물설치등으로 구

성되었다.

2) 프로그램 운영
매 회 프로그램 운영은 도입 전 준비 및 개요설명(15분) -

도입(15분) - 전개 및 활동(120분) - 마무리(20분) - 토론 및

기대효과(10분)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2. 치유정원 조성

1) 치유정원 기본 구상
본 연구에 적용한 치유정원은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기반으

로 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상

하였다. 대상지는 기존 N대학교 정원공간에 치유정원 요소를

도입하여 리모델링하였다. 치유정원 요소로는 정원 내 연못을

활용한 건천 및 습지 조성, 숲속 치유정원 조성 및 허브식물원

조성, 소규모비오톱조성으로서식처도입, 참여및이벤트공

간으로서 핸드메이드 점경물 설치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4계

절 변화와 오감을 통해 감상함으로써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

2) 치유정원 세부 구상안
구체적인세부구상안은그림 2와 같다. 공간계획(S구간, M

구간, I구간, H구간 등으로 구분), 시설물 계획, 식재계획 등에

대한세부계획안을수립하였으며, 대상지분석을통한기본구

상, 기본계획, 식재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세부계

획은 공간별로 지형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경사지

계류 상부의 S구간은 건조환경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고, 겨울

경관을 위한 상록성 관목 식재 등, 연못을 중심으로 한 M구간

은 수생식물을 도입하여 부들, 부채붓꽃, 속새, 붓꽃, 무늬부들

등을 식재하였다. 경사지 아랫부분에 위치한 L구간은 기존 수

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과 관목을 도입하였으며, 가

장 아랫부분 진입 데크 주변에 위치한 H구간은 진입공간으로

서의 속성을 부여하고, 계절적 초화원, 그라스원, 암석정원, 포

토존 등을 구상하였다.

정원조형물은안내판과조형물(물주는정원사) 등을설치하

그림 1. 베데스다 습지 치유 정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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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소생물권으로서컴포스트및생물서식기능을지닌소

규모비오톱을조성하였다. 또한, 기존의연못은수생비오톱정

원 요소로 도입하였다(그림 2 참조).

3) 치유정원 조성 과정
각 단계별 세부 정원활동 내용으로는 표 2와 같이 진행하

였으며, 각 단계별로 정원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성하

였다.

치유정원 조성 과정은 사전 작업준비 및 힐링정원 느끼기,

치유정원구획나누기, 기본구상을통한힐링정원상상하기, 식

물 생육환경 및기반조성을 통한 힐링정원 이해하기, 정원 식

물 식재를 통한 오감으로 느끼고 힐링하기, 조형물 설치를 통

한 신체적․정신적 힐링으로 치유정원 느끼기, 유지관리를 통

한 치유정원과의 의사소통하기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3. 치유정원 효과 검증

1) 스트레스 척도 검사
프로그램 적용하여 치유정원 활동 전후의 PWI-SF 스트레

스 변화값을 토대로 SPSS(2.0)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진

행하였다. Cronbach 알파값이 0.984로 나타나매우높은신뢰

도를 보여주고 있다.

2) 활동 전후 스트레스 감소 효과
활동전후의스트레스변화는척도검사평균치를비교하는

방법과 SPSS 통계분석 중 T-test를 통한 집단간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공간�계획� 시설물�계획� S구간�식재�계획� � S구간�식재�계획(상세)�

M구간�식재�계획� M구간�식재�계획(상세)� L구간�식재�계획� L구간�식재�계획(상세)�

H구간�부지분석�현황도 H구간�기본�구상도 H구간�기본계획도� 1,� 2안 H구간�식재�계획도

시설물�계획안(안내판)�및�전경 시설물�계획안(조형물)�및�전경

그림 2. 치유 정원 세부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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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치유정원 조성 과정 및 프로그램 연계

조성과정 내용 활동�차시 프로그램명 조성모습

1.�사전작업준비

⦁치유정원�조성�전�예초작업
⦁정원�도구�사용�훈련
⦁힐링정원�느끼기

2 정원도구활용하며�힐링정원�느끼기

2.�정원�조성공간�

구획�나누기�및�

기본구상

⦁식물관찰을�통한�정원�상상하기
⦁조성공간�구획�나누기
⦁기본구상도�그리기

3 미니어처�시각정원�

4 미니어처�후각정원�

3.�식물�생육환경�

조사�및�정원�

기반조성

⦁기초�땅�다지기
⦁터파기,�엣지�작업�등을�통한�정원�이해하기
⦁식물�생육환경조사
⦁정원�기반�조성

7 씨앗�심으며�정원의�기초�만들기

4.�정원�식물�

식재�및�정리�

⦁잡초를�제거하고,�정원을�가꾸기
⦁정원�식물�식재� �
⦁정원에서�식물을�오감으로�느끼고�힐링하기
⦁정원�식물�관리�
⦁정원�조성�디자인�콘테스트로�내�실력�뽐내기� � �

8 오감정원�조성하기

9 수생정원�조성하기

10 허브정원�조성하기

19 물주는�정원사

20 오감으로�정원�경험하기

5.�조형물조성�및�

유지관리

⦁냅킨아트로�시각적�힐링하기
⦁치유�문구를�통하여�힐링하며�치유�힐링판�
만들기

21 정원�조형물�만들기

⦁정원�유지관리 22 정원�유지�관리하기

⦁내가�직접�쓴�치유�힐링판을�정원에�꽂고,�
⦁신체적,�정신적으로�힐링�할�수�있는�조형물�
만들기

23 정원�조형물�장식하기

⦁힐링하는�치유정원�느끼기 24 힐링�정원�느끼기

⦁치유정원�식물�이름표를�만들기 25 오감으로�정원�느끼며�장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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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스트레스척도평균치는활동전에는 26.19였으며,

30회의 정원치유 활동후에는 4.13으로 낮아져 정원활동이스트

레스해소에크게도움이되는것으로판단되었다(그림 3 참조).

참여자와 대조구에 대한 T-tset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치
유 활동 전후의 스트레스 수치는 p<0.001로서 0.1% 신뢰도 범
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와 같이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정원치유 활동이 사회

적약자들의스트레스해소에크게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녹색복지 및 녹색치유의 핵심전략으로서 사회적

질환과 심리적 아픔에 대한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권 주변에서 일상적인

정원활동과 운동요법을 통해 정원의 녹색치유 활동을 통한 사

회적질병을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위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원치유활동은식물의번식과식재, 토양및기반, 식물감

상등을통해어휘력, 의사소통력, 호기심, 지적향상과기술훈

련, 긍정적마인드와 리더십, 자립성과 자신감, 자존감 상승 등

의 효과와 더불어 운동 근육 기능 향상과 신체적 생리적 균형

효과를거둘수있도록구성하였다. 정원치유 프로그램은정원

이벤트활동과치유정원조성활동으로구분하여총 30회에걸

쳐 각각 3시간씩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회적 질환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지수

가높을것으로판단되는취약계층으로서, 65세이상노년층과

장애인등도우미활동가를대상으로스트레스지수가높은사

람들을선정하였다. 효과를 비교검증하기위한대조구는사회

적질환취약층중본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은사람들중선

정하였다. 정원활동 대상지는 N대학교 정원과 정원드림프로젝

트로 조성된 천안시민공원 내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활동을 수

행하였다.

정원활동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26.19에서 4.13으로 낮아져

정원활동이스트레스해소에큰도움이되었음을알수있었으

며, 대조구와의비교에서도 0.1% 신뢰범위에서유의한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정원활동이 특히 사회적 질환 민감취약층

표 2. 계속

조성과정 내용 활동�차시 프로그램명 조성모습

5.�조형물조성�및�

유지관리
⦁조성된�정원에�대한�이야기를�통해�돌아보기 27 나의�정원�이야기

6.�사후관리
⦁치유정원과�우리를�이어주는�계단�작업� �
⦁그�외�정비를�통한�치유정원과�의사소통하기 28 달콤한�나를�이해하기

그림 3. 정원활동 전․후 스트레스 변화(위: 전체평균, 아래: 참가
자별)

표 3. PWI-SF 스트레스 검사결과 -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대응표본� T검정�분석�결과

PWI-SF�스트레스 평균(M)
표준편차

(SD)
t P

활동�전 26.19 11.496
7.802 0.000***

활동�후 � 4.13 � 3.18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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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유용한 녹색복지 도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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