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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beneficial effects of forest experience on emotional changes in young children who are 
exposed to smartphones in daily lif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41 children aged five and six years at a kindergarten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hildren participated in a five-month forest experience program, conducted twice a week. 
Before beginning the study, its purpose and procedure were explained to the children's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s, after 
which written content was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five-month experience, questionnaires about smartphone use and 
emotional conditions were administered through the parent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amely 
average-use and high-use groups, depending on th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ore. It was found that negative 
psychological subscales such as anxiety, impulse, and depression decreased following the five-month forest experience in both 
groups. Positive psychological attitudes such as sociability and creativity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forest experience. 
The high-use group showed a wider range of positive changes compared to the average-use group. Accordingly, forest 
experiences can be used as an effective solution for smartphone addiction problems among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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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아동들이 스마트폰 노출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아기 아동의 경우 

주로 부모에 의해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데 특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아동의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Hyun et al., 2013),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영상물 과몰

입은 아동의 집중력 장애 및 언어 발달 지연 등 정서사

회적 발달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Lee et al., 
2015). 특히 아동은 성인에 비해 인터넷 등 사이버자

극에 중독되기 쉬우므로 스마트폰 노출 증가는 주의 

산만, 인터넷 중독, 사회성 결여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Choliz, 2010; Kang and 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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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통한 체험은 아동의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ouv, 2008)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의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Taylor 
and Kuo, 2009). 최근에는 산림치유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해지면서(Lee et al.,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체험 활동은 아동들의 스

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Cho et al., 2011; 
Kim et al., 2015). Kwon(2013)은 산림체험 활동이 초

등학생의 심리·사회적 능력, 도덕적 능력, 신체적 능력

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Kim et al.(2009)은 산림환

경을 이용한 심리, 체험 프로그램이 약물치료 중인 우

울증 환자들의 기능회복과 재발방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동의 숲에 대한 태도와 공격성

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숲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공격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 et al., 2013). 이로 볼 때, 산림체험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아기 아동들의 정서 문제를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체험 활동이 아동들의 스마

트폰 의존성과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불

안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 완화와 사회성 증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만 5~6세의 미취학아동 41명으로 만 

5세 아동 19명, 만 6세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연구에 앞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서

면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산림체험 활동은 충청

남도 금산군에서 3월~8월까지 주 1~2회, 총 30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2. 연구절차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들의 스마트

폰 사용과 심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부모들을 

통해 유아 스마트폰 중독 검사 설문지와 유아 심리 상

태, 생활습관 판단 검사 설문지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

였다. 5개월간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아동들의 변화를 비교하

였다.

2.3. 산림체험 활동

체험활동은 미술, 신체활동, 학습, 게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총 1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체험

프로그램은 기존의 유아 프로그램(Lee et al., 2009; 
Shin et al., 2015)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와 상의하여 

선별하였다. 아동들의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를 줄이

고 숲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감을 활

용하여 자연물을 직접 관찰하고 만지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편성하였다. 체험프로그램 진행은 10명씩 소

그룹으로 나누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접 진행하

였다(Fig. 1). 

2.4. 측정 도구

2.4.1. 스마트폰 중독 검사

스마트폰 중독 검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폰 중독 척

도(15문항)를 바탕으로 하였다. 평정은 Likert 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

도로 구성되며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다. 

2.4.2. 유아 심리 상태, 생활습관 판단 검사

심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and Ahn(2006)
이 개발한 정신건강 측정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기 쉬운 심리증상인 불안, 
우울, 충동 증세를 평가하기 위해 Keum(2013)이 사

용하였던 불안, 우울, 충동 척도를 활용시켰다. 전체 

설문지는 불안(anxiety), 충동(impulsion), 사회성

(sociality), 우울(depression), 창의성(creativity) 총 5
개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며 Likert 척도로 ‘1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 범

위는 각 항목별로 5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4.3. 자료 분석

산림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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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ildren participating in forest experience program.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중

독 설문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40점 이상을 잠재적 위험군(이하, 위험

군)으로, 40점 미만을 일반 사용군(이하, 일반군)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고 산림체험 활동

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1.0 (IBM-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

용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정과 Wilcoxon부호순위검

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수준은 5% 미만으

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참여자 특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 

총 41명의 아동 중 일반군은 전체의 83%(34명)였
고 위험군은 전체의 17%(7명)였다. 만 6세 아동 22명 

중 5명(22.7%)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만 5세 아동 

19명 중 2명(10.5%)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산림체

험 전후의 중독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반군은 

11.6%(p < 0.01), 위험군은 28.0%(p < 0.01) 낮아져, 
산림체험이 아동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

움이 되었다(Fig. 2). 이는 산림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아동들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집

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Kaplan and Kaplan, 1989) 스
마트폰에 덜 집착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3.2. 참여자 정서, 행동 변화

5개월 간의 산림체험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41명을 대상으로 각 측

정항목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정

적 항목인 불안(anxiety, p < 0.01), 충동(impulse, p < 
0.01), 우울(depressioin, p < 0.01) 점수는 모두 감소

한 반면 긍정적 항목인 사회성(sociability, p < 0.01)
과 창의성(creativity, p < 0.01)은 증가하였다(Fig. 3). 
아동의 경우, 충동증상이 클수록 주의가 산만하고 집

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산림체험이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ADHD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aylor and Kuo, 2009).
위험군과 일반군을 구분하여 사전, 사후를 비교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보였다. 체험활동을 시작하기 

전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 불안, 충동, 우울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불안 항목을 보면 일반군

은 13.4점이고 위험군은 17.4점으로 29.6% 높게 나타

났다(p < 0.01). 프로그램 실시 후에 두 그룹에서 모두 

불안 점수가 낮아졌는데 일반군(12.0%)보다 위험군

(20.3%)의 감소폭이 더 컸다. 산림체험 전에는 두 그

룹간의 불안정도가 크게 차이 났지만(p < 0.01) 산림

체험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다(Fig. 4). 충동 항목의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 산림체험 전후의 평균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반군은 11.1점에서 9.8점으로 12.0% 낮아졌

고(p < 0.01) 위험군은 16.9점에서 13.5점으로 20.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일반군과 

위험군 간의 충동 정도는 산림체험 전(p < 0.01), 후(p 
< 0.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Fig. 5). 우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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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Reported changes of smartphone addiction scores in 
average-use and high-use groups.

Fig. 3. Comparison of each subscale score for all participants 
between before and after forest experience program. 

Fig. 4. Reported changes of anxiety levels in average-use 
and high-use groups between before and after forest 
experience program.  

Fig. 5. Reported changes of impulse levels in average-use 
and high-use groups between before and after forest 
experience program. 

에서는 불안 항목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체험 전 

일반군은 13.4점이고 위험군은 18.2점으로 위험군에

서 36.6% 높게 나타났다(p < 0.01). 프로그램 실시 후

에는 두 그룹에서 모두 불안 점수가 낮아져 일반군에

서 10.4%(p < 0.01), 위험군에서 25.5%(p < 0.05) 각
각 낮아졌다. 실험전에는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산림체험 실시 후에는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6). 두 그룹의 체험 전 점수

를 보면 위험군에서 심리적 불안과 충동, 우울 정도가 

일반군보다 높게 나와 스마트폰 노출 정도가 아동들

의 심리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Choliz, 2010). 흥미로운 사실은 산림체험으로 인

한 효과가 위험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는 산림체험이 아동들의 부정적 심리증상을 완화시키

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Cho et 
al., 2011; Kim et al., 2015). 

긍정적인 지표인 사회성 항목에서도 일반군과 위

험군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보여 산림체험 후에 일반

군에서는 5%(p < 0.01), 위험군에서는 11.9%(p < 
0.05)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군과 위험군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7). 산림체험 전

후의 창의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일반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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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orted changes of depression levels in average 
-use and high-use groups between before and after 
forest experience program. 

Fig. 7. Reported changes of sociability levels in average-use 
and high-use groups between before and after forest 
experience program. 

점수가 18.2점에서 19.4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보였고(p < 0.01), 위험군에서는 유의

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Fig. 8). 야외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친구들과의 놀이와 협동을 유도함으로써 창의

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

였다. 다만 스마트폰 노출 정도가 이들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밝힐 수가 

없었다. 

Fig. 8. Reported changes of creativity levels in average-use 
and high-use groups between before and after forest 
experience program.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5개월에 걸친 다양한 산림체험 활

동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미취학아동들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평소 스마트폰 노출이 많

은 아동일수록 불안, 충동,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증

상이 더 크게 나타나며 산림체험은 이러한 부정적 증

상을 낮춰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에

서의 다양한 활동은 아동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대

해 호감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증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야외

에서의 활동은 친구들과의 놀이와 협동을 유도함으로

써 창의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결과는 산림체험이 스마트폰 

노출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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