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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HorticulturalActivityProgram on

Self-esteem andStressforMiddle-AgedWomen

Kim,Jung-A

Advisor: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ChosunUniversity

Thepresentstudy wasaimed to examinewhetherthehorticultural

activityprogram improvestheself-esteem anddecreasepsychological․

physicalstressinthemiddleagedwomen.

Thesubjectsofthisstudywere35middleagedwomenwholiveinS

country.Theywereassignedeitherforthetest(n=19)orforthecontrol

group(n=16).Thetestgroupparticipatedinhorticulturalactivityprogram

consistingofa90minutesessiontwiceaweekduringtheperiodof10

weeks,whilethecontrolgroupdidnot.

TheresearchtoolswereRosenberg(1965)'sself-esteem questionnaires(5

point scale) with minor revision of Jeon(1989) and Park(1999)'s

psychological․physicalstress(4pointscale).Datawerecollectedbetween

the23rdJuneand30thAugust in2008,andanalyzedbyχ2-test,t-test

andpairedt-testusingaSPSS12.0program.

Theresultsobtainedwe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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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conditionbetweenthetestgroupandthecontrolgrouppriortothe

testwasalmostequivalent(p>.05).

2.Hypothesis1:Testgroupsthatwereprovidedhorticulturalactivity

program havemoreimprovedself-esteem thanthecontrolgroup.This

wassupported.Therewasasignificantchangefortheself-esteem of

thetestgroupaftertheprogram(t=-2.670,p=.016).Andtherewasno

significantchangefortheself-esteem ofthecontrolgroup(t=1.000,p=

.333).Aftertheprogramstherewas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

testgroupandthecontrolgroup(t=2.428,p=.021).

3.Hypothesis2:Testgroupsthatwereprovidedhorticulturalactivity

program havemoredecreased psychologicalstressthan thecontrol

group.Thiswassupported.Therewasasignificantchangein the

psychologicalstressofthetestgroupaftertheprogram(t=2.360,p=

.030).Andtherewasnosignificantchangeinthepsychologicalstress

ofthecontrolgroup(t=-1.000,p=.333).Aftertheprogramstherewas

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testgroupandthecontrolgroup(t=

-3.530,p=.001).

4.Hypothesis3:Testgroupsthatwereprovidedhorticulturalactivity

program havemoredecreasedphysicalstressthanthecontrolgroup.

Thiswassupported.Therewasasignificantchangeforthephysical

stressofthetestgroupaftertheprogram(t=2.269,p=.036).Andthere

was no significantchange for the physicalstress ofthe control

group(t= 1.000,p= .334).Afterthe program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thetestgroupandthecontrolgroup((t=-2.998,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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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clusion,horticulturalactivityprogram issupportedasaneffective

intervention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decrease psychological․

physicalstressinthemiddleagedwomen.

So,itis necessary to replicate this study with largersamples.In

addition,itmaybedesirableforthemiddleagedwomentodevelopand

continuouslypracticevarioushorticulturalactivity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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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경제성장,생활환경수 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자녀의 단산

등으로 인해 년기가 길어지면서 년 여성의 인구 층이 두터워지고 인생주기에서

년이 차지하는 비 이 커지게 되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년여성 인구는 체의 11%를 차지하는 5,053,000명이며(통계청,2002),

2005년 6,559,795명,2008년 7,108,023명으로 차 년이후의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

다(통계청,2008).

년기는 발달과정상 신체 ,생리 ,심리,사회 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

기이다.즉 폐경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가족 역할의 변화로 자녀들의 독립에 따른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가족이나 친구의 질병 는 죽음,남편의 은퇴 등 여러 가지 생

활사건 들을 경험하게 된다. 년여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성숙하기도 하지만 역할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인들로 자아존 감의

하,우울과 같은 다양한 정서장애를 경험하기도 하며 심리 ,신체 스트 스 반응들

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아존 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 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 신념의 범

를 포함한 심리 반응으로서 자기개념의 의식 이고 객 인 평가차원을 뜻한다

(Taft,1985).Brockner와 Hulton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

보다 응을 잘하며,우울증,신경질 행동,궤양,불면증과 같은 심리 ,육체 긴장

이 다고 하 다.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반응이나 변화들은

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역할갈등,상실감등의 변화들과 유사하며 자아존 감이 낮아짐

에 따라 증가하는 심리 ,육체 긴장은 망감의 발생요인과도 계가 깊다(하순엽,

2005).Bardwick(1972)은 40-59세 사이의 여성은 자녀양육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는

데,이 역할의 상실은 자아존 감을 손상하며,우울을 동반하는 심리 불안을 야기 시

킨다고 하고, 체로 년기 여성의 우울은 폐경 때문이라기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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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결과이며,자아존 감의 손상 때문이라고 하 다.

사회에서 스트 스는 인류에게 가장 큰 이 되고 있는 장애 가운데 하나이

다.Stress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써,인간의 경험이나 행동을 기술하는 일상 용

어로 오래 부터 사용되어 왔으며,지 자신에게 부과되어진 요구 수 과 이 요구

수 에 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간에 어떤 불균형을 지각해서 일어나는 생리 ,

심리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스트 스에 한 지각은 개인에 따라 큰 차

이가 있으며 응하는 방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년여성들은 가정 내외의 생활사건의 변화, 를 들면 부부간의 갈등,부모-자녀간

의 갈등,고부간의 갈등,성 갈등,자아실 의 결여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 등

으로 스트 스를 느끼게 된다(석지혜,1997).김명자(1991)는 년기 남편과 부인이 경

험하는 생활사건의 종류와 경험빈도는 부부간에 유사하지만 스트 스 인지수 은 부인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그리고 이처럼 스트 스 인지수 이 부부간에 상

이한 것은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 ,역할특성,남녀사회화,인성특성, 처

양식이 각기 상이한 데서 기인한다고 하 다. 한 한국가족의 경우 자녀교육과 제반

가정생활이나 노부모 시 등에 한 일차 책임이 년기 여성에게 집 되고 있어

년기 부인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과 하며 따라서 년기 여성이 더 높은 스트 스

를 경험한다고 하 다.

이러한 년기 여성이 겪는 스트 스는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심각한 향을 끼치

고,나아가서는 가족과 사회의 경제 인 문제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 스

에 한 여러 가지 처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년기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신체 변화 는 심리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이것은 정체

감의 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러한 년여성에게 자연 인 신체 ,심리 ,사회

재효과를 하여 인류의 삶과 공존해 온 식물을 활용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식물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역사 ,경제 ,사회 으로 다양한

향을 미치고 있다.원 는 기에는 생산 이용 기술 인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인간의 육체 정신생리의 건강 회복,자연의 균형에 이르

기까지 인간,식물,환경과의 계 인 발 을 하고 있다(Relf,1990).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본능 으로 자연에의 회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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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가지고 있다.식물은 인간에게 본능 으로 친숙하며 한 그 식물의 효과를 통

하여 자신감과 사회성이 증가되고,긴장상태에서 안정과 회복을 주며,신체 정신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한국원 치료 회에 의하면 원 활동은 식물을 통한

원 활동에 의하여 사회 ,교육 ,심리 는 신체 응능력을 기르고 이로 인하

여 육체 재활과 정신 회복을 추구하는 반 인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김순덕,

2004).

재 원 치료 로그램은 다양한 상자에게 용되어 신체 ,정신 ,사회 기능

향상에 한 연구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자아존 감에 한 연구는 치매노인(이상훈,

1999),만성정신분열증 환자(엄수진,2000),청소년(김 옥,2001),뇌졸 후 편마비

퇴행성 염 어르신(오은경,2001),시설보호여성(김루비,2002),개방병동 정신분열증

환자(정미화,2002),고등학교 정신지체학생(정희진,2002),결손가정아동(육미라,2003),

노인성질환자(정선희,2004),말기 암환자(탁 숙,2004),쉼터거주 가정폭력피해여성(김

순옥,2006),지체부자유학생(박 옥,2006),농 건강 장수마을노인(도란주,2007)등의

상자들에게 자아존 감 향상의 효과를 얻었고,스트 스에 한 연구는 청소년(김

옥,2001),여 생(강정식,2004), 등아동(고선경,2006),문제청소년(김루비,2007)등

의 상자들에게 스트 스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년여성을 상으로 원 로그램을 용한 연구는 화훼장식 활동이 년

여성의 자아존 감과 망감에 미치는 향(하순엽,2005),의미요법을 도입한 압화 원

치료가 년여성의 삶의 목 과 자아정체감 증진에 미치는 향(이 애,2006)에

한 선행연구가 있을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과 스트 스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여 년여성들에게 필요한 재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궁극 으로

년여성의 자아존 감 향상과 심리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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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목

본 연구는 원 활동을 이용하여 년여성의 자아존 감 향상과 스트 스 감소에 미

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하는 것이며,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둘째,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리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셋째,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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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고찰

제 1 년 여성의 정의 특징

1. 년여성의 정의

년기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간에 치한 세 로,개인 발달의 에서는

신체 ,생물학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고,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 자아에

한 성찰에 심을 갖는 시기이며,사회 에서는 사회생활,직업생활에서의 인

계 사회 경제 지 등에 있어 정기에 달하 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

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특히 가족주기단계로서의 년기는 부모역할

의 감소와 함께 비로서 독립 ,자율 존재로서의 자아의 욕구,필요,성장 발달에

심이 증 되는 시기이다.그래서 이 시기를 ‘제 2의 사춘기’ 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의 간에서 이 의 역할을 수행하는 ‘양쪽에서 공 받는 세 ’라는 용어로 표 하고

있으며,자녀의 독립에 따른 부모역할의 감소라는 에서 ‘빈 둥우리 시기’등 사회

,심리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표 되기도 한다(유소빈,2005).

인간발달은 연속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 ,심리 요인의 복합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년기에 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나이보다는 자녀독립,신체 변화,폐경,심리 변화와

같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이나 삶의 내용에 의해 년으로의 이를 맞이한

다(오동숙,2002).

Jung(1955)은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삶을 년기라고 하여 이 시기를 성격발달의 정

이라고 주장하 고,김명자(1998)는 여성에게 년기는 자녀양육에 한 역할이 감소

되면서 자유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환되는 40세에서 59세에 해

당하는 시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윤진(1985)은 년기를 신체 나이보다는 인생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육체노

동을 하는 사람들은 35세부터 55세까지를 년기로 구분한 반면, 문직 종사자들은

40세부터 65세까지를 년기로 보았고,김종서(1985)는 평생교육의 에서 3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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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까지를 년기로 보았다(강귀순,2008,재인용).

Havighust는 인간의 발달과업에 따라 인생주기를 구분하면서 년기를 략 35세부

터 60세 미만까지로 구분하고 이 시기에 이르면 사회에 한 향력이 정에 달하며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 변화도 느끼게 된다고 하 다.Erickson은 년기를 생

산성의 시기라 하 고 성인기와 노년기의 간시기로서 다음 세 와의 연결을 통해 사

회의 존속과 유지를 해 헌신하는 시기로 정의 하 다(최연화,2007).

이 게 학자마다 년기의 구분이 일치되고 있지는 않으나 년기의 기간을 게는

20년,길게는 40년으로 구분하며, 부분의 학자들은 40세에서부터 60세 미만까지를 인

생의 단계에 있어 환의 시기 는 변동의 시기인 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공통 인 년기의 견해는 그 시작이 신체 ,정신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며,상실감을 느끼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나 과업완수에 한 안도감이

수반되기도 하고,남은 시기에 하여 불확실성에 한 두려움과 새로운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한 조감들이 수반되기도 한다.이러한 상반된 감정이 여성

을 당혹스럽게 하고 기의식을 느끼게 하는데,이 시기가 여성의 년기로 볼 수 있

다. 년기는 연령,가족주기,결혼생활 주기,개인의 심리 ,생물학 ,사회 ,역사

배경에 의해 종합 으로 향을 받는 시기이다.

2. 년여성의 특징

년기를 맞이한 여성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주부역할의 비

구조성과 비 문성,그리고 자녀의 성장 독립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허탈감,무력

감 등으로 자아개념의 하를 느끼게 된다.둘째,폐경과 신체 노쇠에 따른 여성다움

의 상실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셋째,비가시 인 주부역할과 일상

인 가사노동의 성격으로 인해 많은 기혼여성들이 스트 스와 기를 경험하고 취업주

부와 비교하여 업주부의 경우는 더욱 불안해하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

넷째,사회 지 가 확고해지고 직업 성취에 몰두한 남편과 부모의 지배와 간섭으

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녀,그 사이에서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김정석,2000).

그러나 이러한 부정 특징 외에 정 견해의 연구에서는 년기를 새로운 자유감

의 시기,선구 인 시기,지도 세 등의 용어로 표 하고 있으며,이들은 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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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회 환경에 한 최고의 향력을 행사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증가되는 시

기로 정에 달한 직업지 와 안정된 생활을 하는 시기로 보았다(김혜성,2007).

이 게 년기는 부정 인 면과 정 인 면이 모두 공존하는 시기이다.그러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 인 면을 극복,해결하고 정 인 면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년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 년여성에 한 가정과 사회의 지지와 배

려가 필요하다고 본다(유소빈,2005).

제 2 년여성과 자아존 감

1.자아존 감

자아존 감(self-esteem)이란 용어는 William James(1890)가 서 ‘심리학의 원리’에

서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 한 가치감은 가정된 잠재력에 비

하여 실제로 얻게 되는 성취의 비율로 결정 된다’고 최 로 자아존 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정복순,2007).

Maslow는 자아존 감을 내 인 자아존 감과 외 인 자아존 감으로 나 어 설명

하면서,외 인 자아존 감은 타인이 자신을 소 하게 여기는데서 형성되는 것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련된 개념’이며,내 인

자아존 감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이고

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 다(최 자,2004).

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기개념에 부여하는 가치로서 보통 자기가치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개념

과의 계에 해서도 분명하게 개념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도 서로 다른 용어들이 동일한 상을 나타내는데 상호 교환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자아존 감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온 용어로는 자아개념,자기평가,자기가치,

자기확신,자기수용 등이 있으나 자아 련 용어 에서 자아존 감과 자아개념이 가장

요한 용어라고 하겠다(Fleming& Courtney,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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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1979)는 자아개념과 자아존 감의 개념에 있어서 그 차이를 이 게 기술

하 다.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을 한 상으로 여길 때 자기 자신에 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라고 정의 하 으며,자아존 감은 자아개념의 하 개념으로 자신

에 한 부정 혹은 정 평가와 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다.

한편 Coopersmith(1967)는 자아존 감을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요하며 성공 이

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에 한 태도로서 표 되어지는 가치에

한 개인 단이라고 정의하 다.자아존 감 형성과 발달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는 첫째, 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존 과 수용 심의 정도이며,

둘째,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한 경험으로서 여기에는 개인이 성취하여온 객 인

지 과 사회 치가 포함된다고 하 다.

Taft(1985)는 자아존 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 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

신념의 범 를 포함한 심리 반응으로서 자기개념의 의식 이고 객 인 평가차

원을 뜻한다고 하 다.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James(1978)는 열망,가치 자아의

확장으로 보고 자신이 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에 한 열망을 성취하면 자신의

수행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므로 자아존 감이 높아지고 이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자

신을 낮게 평가하여 자아존 감이 하된다고 보았다.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을 의미 있고 소 하게 느끼며(민복기,1998),

한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보다 응을 잘하고,우울증,

신경질 행동,궤양,불면증과 같은 심리 육체 긴장이 다고 하 다(하순엽,

2005).Maslow는 사람들이 자아존 감을 느낄 때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고,자아

존 감을 느끼지 못할 때 열등감에 사로잡 용기를 잃고 생에 한 좌 감을 갖게 된

다고 하 다.낮은 자아존 감은 우울,불안,자살경향성,반사회 행동,외로움 등과

같은 문제가 되는 결과들과 계가 있다(홍승 ,2006).

Crouch와 Straub(1983)는 자아존 감을 기 자아존 감과 기능 자아존 감으

로 구분 하 는데 자는 인생 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비교 변하지 않는 토

에서 형성된 것이며,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기 자아존 감을 월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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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인에서 자아존 감은 다양한 사회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변화된다고 주장하

다.여기서 년여성이 겪는 자아존 감은 기능 자아존 감이라 할 수 있으며,

년기에 겪게 되는 역할갈등,상실감 등은 자아존 감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자아존

감은 년층을 이해하는데 요한 자료가 된다.

2. 년여성과 자아존 감

년기는 환과 변화의 시기로 기존의 생애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하며,생물학 ,문

화 변동의 복합 작용으로 발생한 최근의 실로 부모역할의 감소와 함께 비롯한

독립 자율 존재로서의 자아의 욕구,필요,성장,발달에 심이 증 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기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년여성의 갈등은 신체 변화

와 빈둥지증후군과 같은데서 야기되는 심리 갈등 등으로 정체감의 기가 나타난다.

여성은 아내 는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 성인 기에 어느 정도 자아정체감의 기를

해결하 으나 결혼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년기에 이르러 다시 실존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독립 자아정체감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구에 직

면하게 된다(김수 ,2005).

Bardwick(1972)은 40-59세 사이의 여성은 자녀양육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이

역할의 상실은 자아존 감을 손상하며,우울을 동반하는 심리 불안을 야기 시킨다고

하고, 체로 년기 여성의 우울은 폐경 때문이라기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상실의 결

과이며,자아존 감의 손상 때문이라고 하 다.

최춘호(1981)는 년기는 사회 심리 으로 다양한 변화에 응해야 하는 시기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치감과 자존심,자아개념이 형성되며,자아개념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열등감,무가치함,불안,우울,부정 정서장애 자각증상들

을 유발시킨다고 하 다.

석지혜(1997)는 년기 여성의 가치 과 자아개념은 가정에서 헌신한 자신의 역할기

능의 결과를 자식과 남편의 성공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자녀문제,남편문제

자신의 문제 등이 복합 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자신의 역할기능 부족으로 돌려 우

울과 조함,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년여성은 신체 ,생리 변화에 한 감과 불안,자녀독립에 따른



- 10 -

역할 갈등과 상실감으로 자아의식의 기,우울,고립, 축 등의 정서 문제를 경험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신체 변화 는 심리 갈등을 건강하

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이것은 정체감의 기와 자아존 감의 하로 나타

나게 된다.그러므로 년여성의 문제는 신체 ,심리 ,사회 인 통합 방법으로 문

제에 근하여 정체감의 기를 극복하고 자아존 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년여성과 스트 스

1.스트 스

스트 스의 의미를 살펴보면,‘stress’란 라틴어의 ‘stringo’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엇

을 조이다’,‘무엇을 압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김혜성,2007).즉,개인의 심신상의

균형 상태를 하는 외부자극 조건으로서의 어떤 압박이나 강제 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17세기에는 학 ,궁핍,불운,재난 등의 의미로,18-19세기에는 격렬한 노력,

긴장,압력 등으로,19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것,건강을

해치는 질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으로 생리 심리,사회 차원에서 악되고 있는 스트 스는 이에 한 개

념이 시 에 따라 변화하고 학자마다 다양하나,크게 자극으로서의 스트 스,반응으로

서의 스트 스,그리고 역동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 스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자극으로서의 스트 스는 최근까지 심리학자들이 스트 스에 하여 내린 가

장 보편 인 정의로서 스트 스를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입장이다.이 입장에서는 스

트 스를 어느 정도의 객 인 물리 험이나 심리 험이 존재하는 환경조건으

로 보며 개인을 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경험한 결과가 스트 스라고

본다.

둘째,반응으로서의 스트 스는 Selye(1985)의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한 신체의

비특이 인 반응’이라는 정의로 표된다.즉,유기체가 노출된 자극에 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스트 스가 결정되므로 이때의 스트 스는 종속변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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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반응으로서의 스트 스 개념은 비교 기의 개념으로 생물학이나 의학에

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자극에 한 반응을 스트 스로 보거나 스

트 스를 종속변인으로 취 한다.

셋째,상호역동으로서의 스트 스는 스트 스를 어떤 자극이나 반응이 아니라 개인

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매우 범 한 개념으로 사

회 ,심리 ,생리 인 체계를 모두 포함한다.즉 스트 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 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심리과정에 근거를 둔 으로서,개인의 인지 평가와

처반응을 요시하는 개념체계라는 에서 인지 상학 모형으로 불리기도 하고,

개인의 처반응을 요시하는 을 들어 스트 스 처모형이라고도 한다(Lazarus&

Folkman,1984).

이상의 내용에서 스트 스란 개인의 신체 심리 안정 상태를 태롭게 하는 자

극 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정서체계,행동체계,생리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으로서 개인으로 하여 특유반응을 야기하는 요인,즉 행동의 모든 것을 총칭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즉,스트 스는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심리 ,정서 압박감을

의미하며 정 수 까지는 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지만 이 수 을 넘으면 생리 ,

심리 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고,이러한 스트 스의 상당부분은 개인의 기 와

요구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박 선,2003).

스트 스에 한 인간의 반응은 복잡하고 다차원 이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스트 스 반응을 생리 반응과 심리 반응으로 나 어 보면 다음과 같

다(김은형,2005).

생리 반응으로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당수 ,맥박,호흡, 압

등이 증가하고 근육으로 보내는 액량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반응

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에 계속 인 자극이나 압박이 가해질 때 식욕부진,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한 스트 스가 오래 지속되거나 무 강력할 때

이러한 생리 반응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면역력 약화와 감기, 궤양,고 압 등의 질

병을 발생시킨다.

스트 스의 심리 반응에는 분노,불안,우울,무기력감, 조,주의집 장애 등이

있다.이러한 정서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한 해소방안을 찾도록 경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그러나 정서 으로 몹시 흥분되어 있을 때 주의와 기억능력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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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단과 의사결정이 잘못되기 쉬우며,이러한 심리 반응 한 심한 경우 부 응

이나 질병으로 발 할 수 있다.

스트 스 요인에 직면하거나 스트 스가 생기면 인간은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이

에 처하게 된다.Lazarus(1966)는 스트 스에 한 처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하

다.하나는 의식 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스트 스를 래하는 상에 해

직 혹은 간 으로 공격을 하거나 극 으로 처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이 있을 경우 극 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 인 과정인 방어기제에 의한 응과정으로,자신의 자아개념과 자

존감을 보호하려는 목 하에 소극 으로 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를 하는 스트 스 요인에 한 지각이나 단은 체로 개인이 구성하고 있

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컨 사고,태도,과거경험,기질,체질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따라 다른 신체증상이나 인지증상,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때 인간은 구나

안정 상태를 되찾으려 스트 스 상태에 작용하게 된다.이들 에서 어떤 작용은 더욱

안 한 다음 상태로 진행하고 체 으로는 스트 스를 경감시켜서 응하게 되나,

응하지 못한 것은 부차 인 문제를 일으켜 개인의 장래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트 스 반응에 해 효과가 없거나 더욱 강화될 때는 악순환 처행동이

계속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새로운 요청이나 탈출을 해서 어떠한 처행동이 효과

가 있을 것인가를 강구해야 하고,그것의 특성이나 비효과 인 면을 생각해야 한다.스

트 스 해소를 한 방법 처행동을 생각해 보면 스트 스 요인에 해 그 원인이

나 생활,조건,요청 등을 분석하여 이나 환경을 바꾼다거나 과제나 직무를 달리하

는 등 새로운 계획과 치료를 한 극 처가 필요하고 이러한 극 처가 소극

처에 비해서 효과 이다(김은형,2005).

2. 년여성과 스트 스

여성에게서 년기는 신체 인 노화 상과 더불어 폐경을 경험하고,자녀들이 독립

하여 이제까지 수행해 오던 가정에서의 역할변화,인간 계의 사회 변화 등을 경험

하는 신체,사회,심리 과도기이다.

일반 으로 년기 여성은 자녀 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자유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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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환되는 시기임과 동시에,생리 으로는 폐경이라는 발달 기

과정을 겪게 되는 한편,사회 심리 으로는 사회와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련된 압박

감과 공허감,죄책감,부 당감 등의 심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 가족주기면으

로 볼 때 자녀들이 성장과 결혼 는 취업으로 독립해 나감으로서 가족 체계와 역할의

변화가 래되어 부부생활의 재 응기를 맞게 되고,배우자 혹은 자신의 직업 사회

은퇴에 한 비,가까운 친척과 친지의 한 질병이나 사망 등 발달 상황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변화와 응과정에서 년여성들은 다양

한 생활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년여성 스트 스의 향은 그들이 소속된 가정에서의 치나 역할로 볼 때 년여

성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의 안녕에 직 는 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때로는 가족의 역할구조와 경계 역을 와해시키기도 하고,

가정과 사회의 경제 인 문제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 상태는 사회

으로 요하다고 하겠다(한 선 외,2000).

재 우리 사회의 년기 여성들은 그들의 생활주기에서 신체,심리,사회 역할상

의 변화로 인해 비교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고,이러한 스트 스는 불안 우울

과 상 계가 있으므로 년기 여성들이 그들의 스트 스에 히 응하여 정신건

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최연화,2007).

제 4 원 활동

1.원 의 개념 정의

원 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발 해 왔으나 원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

고 정의가 내려진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이다.원 (horticulture)라는 말은 라틴어의

hortus(庭園:garden),즉 울타리나 담으로 둘러싸인 토지와 cultura(耕作:culture)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말이다.그러므로 원 는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서 집약 으

로 재배하는 것’을 뜻하며,실제로는 집약 리를 요하는 과수,채소,화 의 재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아가서는 조원(造園)까지도 포함한다(세계백과 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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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 이르러 인간과 식물의 계가 요시되면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인

류 문화에 을 맞춘 포 인 개념의 원 가 차 리 인식되고 있다.

Relf(1992)는 ‘원 란 개인에게는 마음과 감정의 발달을 가져오고 공동체에서는 복지

와 건강을 증진하며 문명 안에 정원을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꽃,채소,교

목, 목을 재배하는 술과 과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 Matsuo는 인간

과 식물의 계에서 인간이 식물을 단순히 ‘사물’로써 다루는 경우와 돌보고 리해 주

어야 하는 ‘살아있는 물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원 치료에 있어서 원 의 본질은

후자이며 원 는 기본 으로 원 식물을 재배하는 행동을 심으로 그것과 련된 활

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홍승 ,2006).

앞서 원 의 정의를 살펴 본 것처럼,새로운 분야의 원 는 재 의미의 원

란 식물생산에 근본을 둔 것에서부터 원 와 인간 사이의 계를 연구하고,그 결과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와 가까운 자연환경을 돌보는 데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순덕,2004).

2.원 치료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본능 으로 자연에의 회귀에 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식물은 인간에게 본능 으로 친숙하며, 한 그 식물의 효과를 통

하여 자신감과 사회성이 증가되고,긴장상태에서 안정과 회복을 주며,신체 정신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이러한 것을 원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원

의 치료 효과를 목 으로 하는 원 활동이 생겨나면서 원 와 치료를 합성하여 생긴

용어로 ‘원 요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백정경,2004).

원 치료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 씩 다르고 연구에 따라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원 치료에 한 최 의 정의는 1900년 미국의 Menninger

재단에 의해 규정된 ‘정신질환자를 상으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목표로 하는 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원 치료의 가장 고 인 상자 개념을 정신질환자로 간

주 하 다.이후 미국원 치료 회(American HorticulturalTherapy Association:

AHTA)가 설립되면서 1991년에 다시 원 치료란 ‘식물과 원 활동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 ,심리 ,교육 ,신체 응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몸과 마음, 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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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김순덕,2004).

Matsuo는 원 치료란 식물을 돌보는 두 가지 측면,즉 수동 인 참여(식물의 경험)

와 능동 인 참여(활동참여)형태의 원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이 두 가지 활동 간의

한 상호작용 하에서 인간의 즐거움,기쁨,자존감,자신감,지식,의욕 등을 상승시

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능동 수동 원 활동의 한 복합형태 하에서 진

행되는 원 치료 과정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김미선,2002).

한편,한국원 치료 회(1997)에서는 원 치료란 ‘식물을 통한 원 활동에 의해서 사

회 ,교육 ,심리 ,혹은 신체 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 재활과 정

신회복을 추구하는 반 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는 원 치료가 심신의 치료

와 재활,그리고 녹색의 쾌 성(greenamenity),환경회복의 매체로써 식물 원 활

동을 이용하는 문 인 기술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손기철,1997).

원 가 치료나 요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다.원 치료 용

은 고 이집트에서 당시 스트 스와 정신 인 혼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왕족

들에게 궁 내의 식물이 심겨져 있는 정원을 산책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증진시

켰다고 한다.이처럼 원 치료 효과는 정신의학이 과학으로 인정되기 이 부터 사용된

후 주로 미국과 유럽을 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창기에는 정신장애자나 정신박약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환경미화나 채소,

과일,꽃 등의 생산을 목 으로 환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고,그 후에는

상이군인들의 재활이나 직업훈련으로 원 치료가 도입되어 작업치료로서 이용되었다

(Relf,1981).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신 ,신체 인 장애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이라 할지

라도 정신 으로나 사회 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원 치료의 상으로 하고 있

다(최용환,2003).

국내의 원 치료에 한 연구는 1984년에 곽병화가 원 가 치료 의미가 있다는

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고,그 후 몇몇 학의 원 학과에서 강의가 실시되고 병

원,복지 기타기 등에 용되면서 원 치료의 보 과 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

정이다.1997년에는 손기철을 심으로 하여 한국원 치료 회인 ‘한국원 치료연구

회’가 창립되어 워크샵과 심포지엄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한 1998년에 심우경은

식물이 인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 식물․인간․환경학회’

를 설립하여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 연구와 더불어 국제 인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진행



- 16 -

되어 원 치료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은숙,2004).

3.원 활동의 치료효과

원 치료는 원래 정신 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나 정신지체아들에게 원 활동을 시

키는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하 다.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폭넓게 용됨에

따라 그 효과도 다양해지고 있다.원 치료는 무생물이 아닌 생물체를 매개로 하여

으로 보고,코로 향기를 맡으며,손으로 만지고,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기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에서 다른 치료보다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그 효과를

지 ,사회 ,정서 ,신체 ,환경 효과로 나 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용환,

2003).

지 인 효과로는,원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쉬워진다. 한 호기심을 야기 시키고, 찰력이

민해지며 찰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단력과 처능력이 배양된다.원 활동은

단순히 작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식의 증가와

기술 훈련의 효과를 갖게 되며,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모든 일에 해서 정 이

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이는 식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시각,청각, 각,미각,후각

을 통해 주변에 한 감수성이 민해지고 계획, 비, 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켜 감각과 지각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사회 인 효과를 살펴보면,원 활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목 을

향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이 경우 각 구성원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책임감과 동심을 키운다.

한 집단 내에서의 책임을 맡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휘자로서의 리더십과 자립심도

배우게 되며,원 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해서 시장을 가거나 필요한 정보

를 얻기 해 사람들과 하게 되는 경험도 갖게 된다.그리고 원 활동에 의해 생산

된 채소,과일,꽃 등의 생산물이나 자기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험도 갖

게 되어 인 계가 향상됨은 물론 자기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주고 사는 보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

식물은 환경요인만으로도 정서효과가 크지만 식물을 매개로 하여 동기부여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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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성취감이 있어 자신감과 자부심을 증가시킨다.꽃꽂이를 해

꽃의 기를 자른다든가,정원에서 잡 를 뽑는 것처럼 사회 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

단을 통해 부정 인 분노와 공격 인 감정을 완화시킴으로써 자제력을 증가시킨다.

한 자기가 키우는 식물이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한 희망을 갖게 되며,

꽃의 종류,색의 배합,배열 등 꽃꽂이나 모둠심기,정원 설계 등의 과정에서 창의력이

증진되고 자아표 을 계발시킨다.

신체 인 효과로는,원 활동은 소근육과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소근육 운동은

손가락의 움직임과 같이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말하고, 근육 운동은 근육 에 큰

부분인 허리나 무릎 등의 근육의 움직임을 말한다.그밖에도 손의 이용에 따라서는

-손 응력이 증가되며,신체 이용으로 근력이 강화되고,인 으로 하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달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원 치료에서는 가동범 를 자연스럽게 증가

시킨다.

식물이 주거 환경에 미치는 효과로는 실내 공기오염물질 제거,온습도 조 ,유해

자 차단 등이 있다.식물은 인공 인 기기가 주는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이용이 용

이하며 다른 것들 보다 비용이 렴하고,심미 시각 인 선호도가 있다는 장 들을

가지고 있다.그 외에도 식물은 시각 인 피로를 해소하며 뇌 에 변화를 주어 집 력

을 향상시킨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원 활동의 치료 효과는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즉,활동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리학 혹

은 심리학 문제 이 도출,통합될 수 있으며,주변 환경에 한 인식력과 책임감,창

조성,자존감,집 력 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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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 연구모형 가설설정

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원 활동 로그램을 10주간 주 2회 90분씩 실시하여 년여성의 자

아존 감 향상,심리 ․신체 스트 스 감소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를 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사 측정 실험처치 사후측정

→

자아존 감

심리

스트 스

신체

스트 스

자아존 감

심리

스트 스

신체

스트 스

실

험

군

→

원 활동

로그램

(10주)

→

-------------------→→조

군

일반 특성

<그림 3-1>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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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들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리 스트 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3.원 활동 로그램의 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그램은 라남도 순창군 농업개발기술원에서 2008년 6월 23

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주간 주 2회로 진행된 원 활동 로그램으로, 로그램 체

단계는 계획단계,실험단계,평가단계로 구분하 다.

계획단계에서는 자료수집,목 목표설정,자원 확인,보조진행자 사 교육,그리

고 사 설문을 실시하 다.자료수집의 내용은 실험군 조군의 선정,원 로그

램 자료수집 교육,선행연구 자료 수집 등이고,목 목표는 원 활동 로그램

의 향을 규명하기 하여 체 인 목 과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보다 구체

인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 하 으며,자원은 시설자원,인 자원,재정자원 등을 확인

하 다.그리고 사 교육은 보조 진행자 2명을 상으로 3회 실시하 는데,그 내용은

원 련 지식 익히기, 로그램 진행시 주의 사항 원 활동 로그램 사 지도,

연구척도에 한 이해 등이었다.사 조사는 원 활동 로그램을 실시하기 상자

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면

법으로 실시하 다.실험단계에서는 실험군 19명을 상으로 1회 90분씩 주 2회,10

주간 총 20회의 원 활동 로그램을 제공하 고,평가단계에서는 종결평가회의, 로

그램 실시 후 검사,분석 결과해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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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용어정의

가. 년여성

생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과 노년의 간시기에 있는 여성을 말하며, 년기를 정의하

는 나이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0세 미만까지를

년여성으로 정의하 다.

나.원 활동 로그램

원 활동은 식물을 통해 사회 ,교육 ,심리 혹은 신체 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 재활과 정신회복을 추구하는 반 인 활동으로(손기철 외,1997),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심리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

키기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주 2회 10주 동안 20회 제공되는 일련의 로그램을

의미한다.

다.자아존 감

자아존 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 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 신념의 범

를 포함한 심리 반응으로서 자기개념의 의식 이고 객 인 평가 차원을 말한다

(Taft,1985).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병제(1974)

가 한국어로 번역하 고, (1989)이 수정 보완한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심리 스트 스

불안,두려움,불편함,정신 긴장, 응의 어려움 등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이

평숙,1980),본 연구에서는 박순 (1999)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로 측정한 수

를 의미하며, 수가 낮을수록 심리 스트 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마.신체 스트 스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한 신체의 비 특이 반응(Selye,1985)을 의미한다.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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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박순 (1999)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를 하순엽(2007)이 4개 항목을 추

가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낮을수록 신체 스

트 스가 낮음을 의미 한다.

제 2 연구 도구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과 심리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기 하여 일반 특성은 9문항으로 구성하 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토 로 그룹화 하 으며,자아존 감 22문항,심리 스트 스 15문항,신체 스트

스 1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고,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아존 감 측정도구

자아존 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 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 신념의 범

를 포함한 심리 반응으로서 자기개념의 의식 이고 객 인 평가 차원을 말한다

(Taft,1985).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병제(1974)

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1989)이 수정 보완한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으며,본 연

구의 신뢰도는 사 조사에서 Cronbach'sα =.937,사후 조사에서 Cronbach'sα =

.945 다.

2.스트 스 측정도구

스트 스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는 박순 (1999)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심리

스트 스 15문항,신체 스트 스 15문항)를 기 로 하순엽(2007)이 4개의 문항을 보

완하여 총 34문항으로 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 하 으며,각 역별 스트 스 수는

1 부터 4 까지 4 척도로 “ 없었다”1 ,“가끔 느 다”2 ,“자주 느 다”3

,“항상 느 다”4 을 부여하 고,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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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원 치료 로그램 실험 후

실험군 O1 X O₂

조군 O1 O₂

심리 스트 스의 신뢰도는 사 조사에서 Cronbach's α = .802,사후조사에서

Cronbach'sα =.938이었고,신체 스트 스의 신뢰도는 사 조사에서 Cronbach'sα 

=.984,사후조사에서 Cronbach'sα =.981이었다.

제 3 실험설계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설계(nonequivalentcontrol

grouppretest-posttestdesign)의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study)이다.

본 연구 설계를 구체 으로 도식화 하면 <표3-1>과 같다.

<표3-1>연구 설계

O₁:사 조사,O₂:사 조사,O₂:사 조사,O₂:사후조사,X:실험처치(10주 20회 원 활동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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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으며,연구 상자는 라남도 순창군에 거주하며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40세-60세 미만까지의 년여성 35명(실험군 19명, 조군 16명)을 최

종 상자로 선정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 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감정을 표 할 수　있는 자

-일상생활기능을 제 로 수행하는 자

-원 활동 로그램의 경험이 없으며,농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자

실험군은 원 활동 로그램 10주(20회) 에서 체를 참여한 년여성을 상으로

하 다.

조군은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상자 선정 기 에 해당되는 자로 하 으며,참여한

19명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16명으로 하 다.실험군과 조군의

상자 구별은 상자의 선택에 우선을 두었으며,실험군 사 측정 시 동시에 측정하

고,원 활동 로그램이 끝나고 실험군 사후 측정 시 동시에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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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연구진행 차

1.연구승인 차

본 연구는 2008년 6월 23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자료수집 로그램을 진행

하 다. 라남도 순창군에 있는 농업개발기술원에서 실시하 으며,승인 차는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 과 연구진행 차에 해서 설명한 뒤 시설 책임자로부터 교육장

소와 진행에 한 허락을 받아 로그램을 진행하 다.

2.사 사후조사

본 연구자가 원 치료 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조진행자 2명에게 원 활동 로그램

에 한 연구목 ,자료수집방법,설문지 내용,면담 기술을 설명하고 익히게 한 후,원

활동 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정도를 악하기 해서 1 1개인 면 법으로 조사하 다.

3.실험처치

실험군에게 2008년 6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회에 90분씩 매주 2회,10주에 걸쳐

총 20회의 원 활동 로그램을 제공하 고, 조군에는 10주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 시행한 20회 원 활동 로그램은 <표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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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주제제기 활동명

1 자기표 꽃보기

2 사회 계형성 물병꽃싸기

3 스트 스 완화 허 차

4 마음의 평안 수경재배

5 생명의 소 함 잔디 인형

6 타인과의 계형성 장미 꽃바구니

7 생명의 소 함 포푸리향낭

8 마음의 평안 수경재배(무)

9 기 와 흥미 압화

10 생명의 신비 로즈마리 삽목

11 근력강화 화분 식물 옮겨심기

12 삶의 가치 디쉬가든

13 소근육 운동 볼 토피어리

14 삶의 가치 다육정원

15 삶의 인식 선인장 정원

16 소근육 운동 조화로 리스 만들기

17 사회 계형성 국화 꽃바구니

18 사회 계형성 코사지

19 동 드라이 라워

20 상호작용 새싹채소

<표 3-2>20회 원 활동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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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PC+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과 동질성 검증을 해 χ2-test로 분석하 다.

둘째,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의 동질성검증

을 해 t-test로 분석하 다.

셋째,원 활동 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 조군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차이검증을 해 pairedt-test를 실시하 고,실험 ․후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비교분석은 t-test를 이용하여 실시

하 다.

넷째,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값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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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원 활동 로그램 분석

제 1 일반 특성의 동질성 분석

본 연구의 상자 실험군 19명, 조군 16명의 일반 특성은 <표4-1>과 같다.연

구 상자는 40세-60세미만까지의 년여성으로,실험군의 연령은 40세-50세미만 4명

(21.1%),50세-60세미만 15명(78.9%)이었으며,종교는 기독교 0명(0%),천주교 3명

(15.8%),불교 6명(31.6%),기타 1명(5.3%),없음 9명(47.4%)이었고,교육정도는 졸 3

명(15.8%),고졸 7명(36.8%), 졸 8명(42.1%), 학원 이상 1명(5.3%)이었다.본인의

월수입은 100만원미만 14명(73.7%),100-200만원미만 5명(26.3%),200-300만원미만 0명

(0%),300만원이상 0명(0%)이었으며,가족수입은 100만원미만 2명(10.5%),100-300만

원미만 13명(68.4%),300-500만원미만 2명(10.5%),500만원이상 2명(10.5%)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6명(84.2%),이혼 2명(10.5%),기타 1명(5.3%)이었고,직업은 상

업․사업․서비스 2명(10.5%), 문직 2명(10.5%),기타 15명(78.9%)이었으며,취미생활

은 있다 11명(57.9%),없다 8명(42.1%)이었고,원 로그램만족도는 매우만족 3명

(15.8%),만족 11명(57.9%),보통 5명(26.3%)이었다.

조군의 연령은 40세-50세미만 5명(31.3%),50세-60세미만 11명(68.8%)이었으며,종

교는 기독교 4명(25%),천주교 2명(12.5%),불교 2명(12.5%),기타 1명(6.3%),없음 7명

(43.8%)이었고,교육정도는 졸 3명(18.8%),고졸 7명(43.8%), 졸 4명(25%), 학원

이상 2명(12.5%)이었다.본인의 월수입은 100만원미만 7명(43.8%),100-200만원미만 5

명(31.3%),200-300만원미만 1명(6.3%),300만원이상 3명(18.8%)이었으며,가족수입은

100만원미만 3명(18.8%),100-300만원미만 7명(43.8%),300-500만원미만 3명(18.8%),

500만원이상 3명(18.8%)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4명(87.5%),이혼 1명(6.3%),기타 1명(6.3%)이었고,직업은 상업․

사업․서비스 5명(31.3%), 문직 3명(18.8%),기타 8명(50%)이었으며,취미생활은 있

다 9명(56.3%),없다 7명(43.8%)이었고,원 로그램만족도는 매우만족 4명(25%),만

족 10명(62.5%),보통 2명(12.5%)이었다.

일반 특성에 한 두 집단 간 동질성을 분석하기 해 χ2-test를 분석한 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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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 하 다(p>.05).

<표 4-1> 상자의 일반 특성 동질성 분석

변수
실험 조

χ2 p
N(%)(n=19) N(%)(n=16)

연령
40 -50 미만 4(21.1) 5(31.3)

.473 .381
50 -60 미만 15(78.9) 11(68.8)

종

독 0(0) 4(25)

6.239 .182

천주 3(15.8) 2(12.5)

6(31.6) 2(12.5)

타 1(5.3) 1(6.3)

없 9(47.4) 7(43.8)

정도

졸 3(15.8) 3(18.8)

1.420 .701
고졸 7(36.8) 7(43.8)

졸 8(42.1) 4(25)

학원 상 1(5.3) 2(12.5)

본 월수

100만원 미만 14(73.7) 7(43.8)

6.121 .106
100-200만원 미만 5(26.3) 5(31.3)

200-300만원 미만 0(0) 1(6.3)

300만원 상 0(0) 3(18.8)

가족수

100만원 미만 2(10.5) 3(18.8)

2.159 .540
100-300만원 미만 13(68.4) 7(43.8)

300-500만원 미만 2(10.5) 3(18.8)

500만원 상 2(10.5) 3(18.8)

결

16(84.2) 14(87.5)

.211 .9002(10.5) 1(6.3)

타 1(5.3) 1(6.3)

직업

상업․사업․ 비스 2(10.5) 5(31.3)

3.384 .184전문직 2(10.5) 3(18.8)

타 15(78.9) 8(50)

취미생
다 11(57.9) 9(56.3)

.010 .596
없다 8(42.1) 7(43.8)

원 프로

그램만족

매우만족 3(15.8) 4(25)

1.228 .541만족 11(57.9) 10(62.5)

보통 5(26.3) 2(12.5)

계 19 16

<무 응답자는 제외>



- 29 -

종속변수

실험군(n=19) 조군(n=16)

t p

M±SD M±SD

자아존 감 3.24±.90 3.26±1.00 -.085 .933

심리

스트 스
2.55±1.37 2.81±1.38 -.545 .590

신체

스트 스
2.59±1.34 2.81±1.46 -.452 .654

제 2 제변수의실험 동질성분석

상자의 자아존 감,심리 스트 스,신체 스트 스 실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4-2>와 같다.자아존 감은 실험군 평균 3.24 , 조군 평균 3.26 이었고,

심리 스트 스는 실험군 평균 2.55 , 조군 평균 2.81 이었으며,신체 스트 스

는 실험군 평균 2.59 , 조군 평균 2.81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따

라서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심리 스트 스,신체 스트 스는 동질 하 다

(p>.05).

<표4-2>자아존 감,심리 스트 스,신체 스트 스의 실험 동질성 분석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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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가설검증

1.원 활동 로그램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으

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원 활동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는 <표4-3>과 같다.실험군에서는 실험 평균 3.24 에서 실험 후 평균 3.88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t=-2.670,p=.016), 조군에서는 실험 평균 3.26 에서

실험 후 평균 3.2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00,p=.333). 한 로그램 후

의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28,p=

.021).즉 실험군은 원 활동 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 감이 조군보다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4-3>원 활동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 차이 비교

구분

실험 실험 후

paired-t P

M±SD M±SD

자아존 감

실험군

(n=19)
3.24±.90 3.88±.43 -2.670 .016

조군

(n=16)
3.26±1.00 3.26±1.00 1.000 .333

t -.085 2.428

p .93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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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 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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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4

3.6

3.8

4

실험 전 실험 

실험

조

<그림 4-1>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 변화

2.원 활동 로그램이 심리 스트 스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리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측정

하 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리 스트 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원 활동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심리 스트 스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4-4>와 같다.실험군에서는 실험 평균 2.55 에서 실험 후 평균 1.66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t=2.360,p=.030), 조군에서는 실험 평균 2.81 에

서 실험 후 평균 2.86 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t=-1.000,p=.333). 한 로그

램 후의 실험군과 조군의 심리 스트 스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3.530,p=.001).즉 실험군은 원 활동 로그램 실시 후 심리 스트 스가 조군

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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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원 활동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심리 스트 스 차이 비교

구분

실험 실험 후

paired-t P

M±SD M±SD

심리

스트 스

실험군

(n=19)
2.55±1.37 1.66±.52 2.360 .030

조군

(n=16)
2.81±1.38 2.86±1.37 -1.000 .333

t -.545 -3.530

p .590 .001

심 적 스트레스

0

0.5

1

1.5

2

2.5

3

3.5

실험 전 실험 

실험

조

<그림 4-2>실험군과 조군의 심리 스트 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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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 활동 로그램이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측정

하 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원 활동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신체 스트 스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4-5>와 같다.실험군에서는 실험 평균 2.59 에서 실험 후 평균 1.72

으로 감소하 고(t=2.269,p=.036), 조군에서도 실험 평균 2.81 에서 실험 후

평균 2.80 으로 감소한 경향이었으나(t=1.000,p=.334) 로그램 후의 실험군과

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2.998,p=.005)본 가설은 지지

되었다.

<표4-5>원 활동 로그램 ․후 실험군과 조군의 신체 스트 스 차이 비교

구분
실험 실험 후

paired-t P
M±SD M±SD

신체

스트 스

실험군

(n=19)
2.59±1.34 1.72±.55 2.269 .036

조군

(n=15)
2.81±1.46 2.80±1.46 1.000 .334

t -.452 -2.998

p .65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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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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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실험군과 조군의 신체 스트 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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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결론

제 1 논의

인류의 삶과 더불어 시작된 원 는 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안락하고 풍요로운 사회

생활양식,즉 삶의 질을 추구하며 발 해 가고 있으며 근래에는 원 의 치료 효

과에도 심을 가지게 되었다.원 요법이란 심신의 치료와 재활을 목 으로 식물과

원 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치료나 회복뿐만 아니라,삶의 질 향상까지 가

능 하는 체계 이고 과학 인 과정이며,근래에는 그 상을 일반인에게도 확

용하고 있다.

원 활동은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자연을 이용한 활동이며,지 ,사회 ,정서 ,

신체 ,환경 으로 포 인 효과를 나타내고,이러한 복합 효과를 통해 자신의 가

치에 하여 정 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이러한 다양한 효과들은 원 활동 상자의 자아존 감 향상과 스트 스 해소에

많은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과 심리 ․신체 스트 스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2008년 6월 23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라남

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35명을 상으로 주 2회,10주에 걸쳐 총 20회의 원 활동 로

그램을 실시하 다.

로그램 실시 과 비교하여 실시 후에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 향상과 심리 ․신체 스트 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원 활동 로그램 ․후 자아존 감 수는 3.24 에서 3.88 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여 실험처치 후 자아존 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 되었으며,이는

치매노인(이상훈,1999),만성정신분열증 환자(엄수진,2000),청소년(김 옥,2001),뇌

졸 후 편마비 퇴행성 염 어르신(오은경,2001),시설보호여성(김루비,2002),개

방병동 정신분열증환자(정미화,2002),고등학교 정신지체학생(정희진,2002),결손가정

아동(육미라,2003),노인성질환자(정선희,2004),말기 암환자(탁 숙,2004),쉼터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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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여성(김순옥,2006),지체부자유학생(박 옥,2006),농 건강 장수마을노인

(도란주,2007)등의 상자들에게 자아존 감이 향상 되었다는 내용과 유사하게 나타

났다.

한 원 활동 로그램 ․후 심리 스트 스 반응 수는 2.55 에서 1.66 으

로,신체 스트 스 반응 수는 2.59 에서 1.72 으로 실험처치 후 스트 스가 감소

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 되었으며,이는 청소년(김 옥,2001),여 생(강정식,

2004), 등아동(고선경,2006),문제청소년(김루비,2007)등의 상자에게서 원 활동

후 스트 스가 감소되었다는 내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이는 상자가 직 참여하게

되는 원 활동이 그들의 자아존 감이나 스트 스,심리 안녕감등에 향을 주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원 활동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심

리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용 가능한 기 자료가 될 것이며,추후 연

구에서는 년여성에게 향을 미치는 다른 신체 ,심리 ,사회 변인에 한 연구

와 더불어 다양한 원 로그램의 개발, 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7 -

제 2 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실시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설계이다.연구기간

은 2008년 6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주간이었으며,연구 상자는 라남도 순창군

에 소재한 농업개발기술원을 이용하는 년여성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35명

(실험군 19명, 조군 16명)이었다.

실험군에는 원 치료 로그램을 1회 90분씩 주 2회,10주간 실시하 고, 조군에

는 실시하지 않았다.실험군 조군 모두 10주 후에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차이를 측정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로는 자아존 감은 Rosenberg(1965)

의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병제(1989)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22문항 5

척도를,심리 ․신체 스트 스는 박순 (1999)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심리

스트 스 15문항,신체 스트 스 15문항)를 기 로 하순엽(2007)이 4개의 문항을 보

완한 34문항 4 척도를 사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PC+12.0을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 고,일반 특성에

한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해 빈도분석과 χ2-test를,실험 ․후 실험군

조군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차이검증을 해 pairedt-test를,그리고

실험 ․후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존 감,심리 ․신체 스트 스 비교분석을

해 t-test를 이용하 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가설 1.‘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는 지지되었다.실

험군에서는 실험 평균 3.24 에서 실험 후 평균 3.88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

나(t=-2.670,p=.016), 조군에서는 실험 평균 3.26 에서 실험 후 평균 3.2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00,p=.333). 한 로그램 후의 실험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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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의 자아존 감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28,p=.021).

2.가설 2.‘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리 스트 스를 감소시킬 것이다.’는 지지되었

다.실험군에서는 실험 평균 2.55 에서 실험 후 평균 1.66 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 으나(t=2.360,p=.030), 조군에서는 실험 평균 2.81 에서 실험 후 평균

2.86 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t=-1.000,p=.333). 한 로그램 후의 실험군

과 조군의 심리 스트 스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30,p=

.001).

3.가설 3.‘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킬 것이다.’는 지지되었

다.실험군에서는 실험 평균 2.59 에서 실험 후 평균 1.72 으로 감소하 고(t=

2.269,p=.036), 조군에서도 실험 평균 2.81 에서 실험 후 평균 2.80 으로

감소한 경향이었으나(t=1.000,p=.334), 로그램 후의 실험군과 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98,p=.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본 연구에서 제공된 원 활동 로그램은 년여성

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심리 ․신체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따라서 년여성의 정신 ,신체 건강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 년여

성의 개인차나 상황에 따라 한 로그램을 지속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된다.

2.제언

첫째,본 연구는 일부 농 지역 40세-60세 미만 년여성들을 상으로 원 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하여 지속 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원 활동 로그램을 이용하여 년여성의 여러 가지 신체 ,심리 반응들에

한 추후연구와 더불어 용 가능한 다양한 원 활동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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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는 조선 학교 보건 학원에서 체의학을 공하고 있

습니다.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과

심리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조

사지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비 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문 목 이

외에는 다른 목 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본 설문에는 정답

이 없기 때문에 느끼고 생각하시는 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의껏 응답해 주신 귀하의 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조선 학교 보건 학원 체의학 공

석사과정 김정아 올림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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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자:조선 학교 보건 학원 체의학 공 석사과정 김정아

본 연구는 원 활동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아존 감과 심리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것입니다.이를 해 선별된 분을 상으로

2008년 06월 23일부터 2008년 08월 30일까지 1주에 2회 90분씩 10주에 걸쳐서 원

활동 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 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참여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

든지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램 시작 시에 설문지 작성

(2) 로그램 참여

(3) 로그램 종료 시에 설문지 작성

본 연구의 설문지가 년여성의 자아존 감 향상과 심리 ․신체 스트 스 감

소에 한 연구를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본 설문 결과는 비 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원 치료 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 짜 :2008년 06 월 일

서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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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기 설문지

일반 특성

1.귀하의 연령은?

①40세-50세 미만()②50세-60세 미만()

2.종교는?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기타() ⑤없음()

3.교육정도는?

①무() ② 졸()③ 졸() ④고졸() ⑤ 졸() ⑥ 학원 이상()

4.본인의 월수입은?

①100만원 미만()②100-200만원 미만()③200-300만원 미만()④300만원 이상()

5.가족수입은?

①100만원 미만()②100-300만원 미만()③300-500만원 미만()④500만원 이상()

6.결혼상태는?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별거() ⑤기타()

7.직업은?

①사무직․기술직() ②상업․사업․서비스() ③ 문직() ④기타()

8.취미생활은?

①있다() ②없다()

9.원 로그램은 만족하셨습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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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내용

거의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 다

항상

그 다

1.나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부분 내가 내린 결정에 해 확신한다.

3.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다.

*4.나는 부분의 시간에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5.나는 무엇을 하거나 결정할 때 나보다 다른 사

람이 더 합하다고 생각한다.

6.내가 내린 결정이 나쁜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7.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8.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체로 성취하는 편이다.

9.나는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내가 생각하는 데

달려있다.

11.나는 환경에 잘 응하는 편이다.

12.나는 소 하다.

13.나는 체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14.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15.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실패할 것만 같다.

16.사람들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17.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18.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다.

19.내가 원하면 사람들과 새로운 계를 시작할

수 있다.

*20.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1.나는 재미(유머)있는 사람이다.

22.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부록 4>

※귀하가 최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낸 문장들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같

은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자아존 감).

＊ 역문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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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증상
항상

느 다

자주

느 다

가끔

느 다 없었다

1.매우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2.기분이 매우 동요 되었다.

3.사소한 일에 매우 신경질 이 되었다.

4.소모감,무기력감을 느 다.

5.침착하지 못한다.

6.아침까지 피로가 남고 일에 기력이 솟지 않았다.

7.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8.생각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곤욕을 치 다.

9.심각한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0.모든 일이 생각 로 되지 않아 욕구불만에 빠졌다.

11.모든 일에 집 할 수가 없다.

12.남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두려웠다.

13.남의 시선을 바로 볼 수 없다.

14.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15.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편치 않았

다.

<부록 5>

※ 다음 문장들은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심리 스트 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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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증상
항상

느 다

자주

느 다

가끔

느 다 없었다

1.잠들기 어렵다.

2.가슴이나 심장이 아 면 호흡이 곤란하다.

3.신체 일부가 리거나 릿하다.

4.어지럽고 기증이 난다.

5.마른침이 나며 가래가 나온다.

6.허리가 아 다.

7.이 피로하고 시력이 하된다.

8.목이나 어깨가 아 고 힘이 없어 떨린다.

9.두통

10.감염증(감기,후두염 자주발생)

11.헛배,가스,변비가 있다.

12.피부가 자주 달아오르며 붓는다.

13.설사(묽은 액 변)

14.건망증(잠시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15.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자주 내던진다.

16.온몸에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17.만지고 셈하고 씻는 행동을 반복한다.

18.토할 것 같다.

19.식욕이 없다.

<부록 6>

※ 다음 문장들은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신체 스트 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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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VAR00010 .140 .945

VAR00011 .237 .944

VAR00012 .722 .938

VAR00013 .596 .940

VAR00014 .478 .941

VAR00015 .466 .941

VAR00016 .188 .944

VAR00017 .757 .937

VAR00018 .732 .937

VAR00019 .760 .937

VAR00020 .817 .936

VAR00021 .925 .934

VAR00022 .447 .942

VAR00023 .706 .938

VAR00024 .650 .939

VAR00025 .677 .939

VAR00026 .774 .937

VAR00027 .802 .937

VAR00028 .822 .936

VAR00029 .728 .937

VAR00030 .420 .942

VAR00031 .811 .937

<부록 7>도구의 신뢰도

1)자아존 감(실험 )도구 신뢰도

StandardizedCronbach'sAlpha=.937



- 52 -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VAR00062 .086 .811

VAR00063 .047 .811

VAR00064 .272 .802

VAR00065 .203 .805

VAR00066 .070 .811

VAR00067 .266 .804

VAR00068 .266 .802

VAR00069 .340 .799

VAR00070 .291 .801

VAR00071 .739 .763

VAR00072 .705 .766

VAR00073 .704 .766

VAR00074 .605 .776

VAR00075 .640 .773

VAR00076 .518 .785

2)심리 스트 스(실험 )도구 신뢰도

StandardizedCronbach'sAlpha=.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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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VAR00077 .827 .983

VAR00078 .835 .983

VAR00079 .842 .983

VAR00080 .942 .982

VAR00081 .875 .982

VAR00082 .855 .983

VAR00083 .861 .982

VAR00084 .791 .983

VAR00085 .935 .982

VAR00086 .908 .982

VAR00087 .836 .983

VAR00088 .812 .983

VAR00089 .889 .982

VAR00090 .829 .983

VAR00091 .894 .982

VAR00092 .783 .983

VAR00093 .863 .982

VAR00094 .937 .982

VAR00095 .903 .982

3)신체 스트 스(실험 )도구 신뢰도

StandardizedCronbach'sAlpha=.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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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VAR00105 .646 .939

VAR00106 .670 .939

VAR00107 .728 .938

VAR00108 .678 .939

VAR00109 .543 .942

VAR00110 .667 .940

VAR00111 .558 .941

VAR00112 .490 .941

VAR00113 .649 .939

VAR00114 .523 .941

VAR00115 .598 .941

VAR00116 .538 .941

VAR00117 .567 .941

VAR00118 .612 .940

VAR00119 .593 .940

VAR00120 .777 .937

VAR00121 .746 .938

VAR00122 .535 .941

VAR00123 .841 .936

VAR00124 .577 .940

VAR00125 .759 .938

VAR00126 .821 .938

4)자아존 감(실험 후)도구 신뢰도

StandardizedCronbach'sAlpha=.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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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VAR00157 .804 .934

VAR00158 .851 .933

VAR00159 .787 .934

VAR00160 .853 .933

VAR00161 .803 .934

VAR00162 .796 .934

VAR00163 .847 .933

VAR00164 .847 .933

VAR00165 .862 .932

VAR00166 .490 .941

VAR00167 .443 .942

VAR00168 .451 .943

VAR00169 .505 .941

VAR00170 .396 .943

VAR00171 .583 .939

5)심리 스트 스(실험 후)도구 신뢰도

StandardizedCronbach'sAlpha=.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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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VAR00172 .844 .980

VAR00173 .723 .981

VAR00174 .873 .979

VAR00175 .845 .980

VAR00176 .912 .979

VAR00177 .844 .980

VAR00178 .796 .980

VAR00179 .849 .980

VAR00180 .902 .979

VAR00181 .909 .979

VAR00182 .863 .980

VAR00183 .851 .980

VAR00184 .872 .979

VAR00185 .796 .980

VAR00186 .836 .980

VAR00187 .893 .979

VAR00188 .775 .980

VAR00189 .886 .979

VAR00190 .845 .980

6)신체 스트 스(실험 후)도구 신뢰도

StandardizedCronbach'sAlpha=.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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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원 활동 로그램 실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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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원 활동 로그램 실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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