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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걷기운동이 대학생들의 감정상태, 기분상태 및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16주간의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걷기운동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걷기운동집단 24명과 통제집단 26명의 두 집단을 총 50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사전측정(0week), 중간측정(8week), 사후측정(16week)으로 구성되는 2×3 반복측정에 의한 요인설계(2×3 

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 measure)로 대학생의 감정상태, 기분상태 및 생활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정상태는 운동집단이 긍정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기분상태는 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고 활력은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는 동성친구,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 요인의 스트레스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운동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서 지속적인 학업 동기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걷기, 대학생, 감정상태, 기분상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16-week long-term walking exercise 

on the feeling, mood state, and life stress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ons in this study were 50 college 

students, and 24 Walking Group and 26 Control Group were random sampled to experiment the 

psychological effect of exercise walking. The experimental design was designed by factorial design by 2×3 

repeated measurem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0week, 8week, 16week of feeling, mood state 

and life stress of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WG showed a positive increase in feeling status compared 

to CG. Negative mood state such as tension, anger, depression, fatigue, and confusion have been greatly 

reduced, vigor has increased, and stress on college student life such as friends, study, economy, future, and 

values has decreased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way of coping with the stress 

of college students to improve their study motivation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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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이란 발달적 측면에서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에 속한다[1]. 이 시기는 청소년 시기와 달리 부모

로부터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의 

살아가기 위한 역할과 다양한 경험을 능동적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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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도하는 시기이다[2]. 또한 예비 사회인으로 자아정

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

기에 대학생들은 다양한 환경과 자신의 능력과의 불균형에

서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성문제, 학업문제, 

등록금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 문제로 많은 고민

에 직면해 있으며 나아가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 

극단적 보고이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원에 제출한 대학별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학생 자살자 수가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4]. 대부분 대학생의 자살이나 자살 

충동이 우울, 불안, 패배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심

리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때[5,6] 대학생의 부정적 정

서나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부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stress)란 사회적 환경 요구와 

개인의 대응 능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로 정의되며,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

할 때 스트레스 더욱 가중된다고 하였다[7]. 다른 한편

으로 Martens[8]는 스트레스에도 두 가지 공통적인 원

인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사건에 대한 중요성과 불확실

성이 증가할 때 스트레스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은 시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인의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적 

특성으로 그 어느 연령대보다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9] 등은 대학

생의 생활스트레스 구성개념을 경제문제, 이성문제, 교

수와의 관계, 장래문제, 가족과의 관계, 학업문제, 가치

관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8가지로 보고하였다. 특히 최

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국내에도 청년 실업

이 증가 추이를 보여 대학생들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각

성과 불안 증상을 증가시켜 근육의 긴장, 신체 협응력 저

하 등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고[7] 집중력과 인지기능 

저하로 기인되어 결국 학업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이러한 관점에서 다차

원적 현대사회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포괄적 

의미에서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

서를 감소시키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

해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활동이나 운동은 불안, 우울, 긴장, 스트레

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13] 규칙적이고 

조작적인 운동은 인간의 정서적 행복감 향상과 일관된 

관계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4].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재일 등

[15]의 연구에서는 간헐적 유산소 운동을 10주간 지속

한 결과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이 감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재원 등[1]의 연구에서

도 대학생들에게 대상으로 12주 걷기 및 스트레칭을 

실시한 결과 기분상태와 수면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은석 등[16]은 단기간의 

산림 명상 및 걷기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이 긴

장, 불안, 우울, 분노, 피로, 혼돈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감소되고 활력은 증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

구들은 신체활동 및 운동이 스트레스 중재에 효과적이

며 그 중 걷기운동은 기분을 유쾌하게 하고 편안한 수

면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17].

걷기는 신체활동 중 하나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

자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특히 실행과 강도 조

절이 용이하며 달리기와 등산과 같은 운동에 비해 관절

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적어 다양한 연령층에

게 안전하고 적합한 신체활동이다[18]. 또한 특별한 장

비나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이 쉬워[1

9] 아직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학

생들에게 적절한 운동법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신체활동 및 운동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는데 효과적임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학적 고찰 방

법을 채택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스트레스 

중재 전략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이 그들의 스트레스 및 기분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16

주간의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최근 복잡한 대학 환경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관리의 중재 전략으로

서의 걷기운동에 효과를 탐색하고 나아가 대학생들에

게 탄력적인 스트레스 회복의 방안들을 제시하여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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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걷기운동이 대학생들의 감정상태, 기분상

태 및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16주간의 

장기간 실험의 통하여 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경기도 소재의 C대

학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 의사를 표명한 대학생 

62명을 목적적 표집하였다. 

이에 다시 62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성별, 학년, 연령, 

건강상태, 운동여부 등을 조사하여 최종 52명을 표집하

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모두 자발적 참여 의

사를 실험동의서에 서명으로 표명하였으며 연구자는 

실험 전 실험설계, 실험절차 등의 연구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언제라도 실험 중지를 표

명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였다.

표집 된 52명은 다시 난 수표를 이용하여 걷기 운동

집단(n=25)과 통제집단(n=27)을 무선할당하였다. 

그러나 실험과정에서 무릎 통증, 시험, 취업 등의 이

탈자가 2명 발생하여 최종 걷기 운동집단 24명, 통제집

단 26명총 50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감정상태(Feeling Scale)

본 연구에서 기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Rejeski

[20]가 현 상태의 기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감정상태 척도(Feeling Scale : FS)를 사용하였다. 

FS는 기분 상태의 다양한 범주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정서의 핵심적 차원인 유쾌와 불쾌를 평가하기 위

하여 개발되었다[21]. 

이 척도는 0점을 가운데로 +5점의 유쾌와 –5의 불

쾌를 평가하는 11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생 

126명(나이 22.4세 표준편차 1.67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FS의 Cronbch’s α 값은 .80로 나타났다.

2.2.2 기분상태(Mood state)

본 연구에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McNair, Lorr

와 Dropplement[22]가 개발한 기분상태 검사지(PO

MS: profile of mood states)를 윤재량[23]이 한국어

로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긴장, 우울, 분노, 활력, 피로, 혼란의 6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6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4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의 계산

은 긴장요인 1문항(2번, 이완 된), 혼란요인 1문항(54

번, 능률적인), 활력요인 8개문항은 역문항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모든 요인들의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방

향으로 기분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분 상

태 검사지의 재검사 신뢰도는 0.68-0.89 범위이며[24], 

타당도는 Weckowicz[25]에 의하여 입증된 바 있다.

2.2.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College Life Stress)  

본 연구에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

여 전겸구, 김교헌과 이준석[9]이 개발한 대학생 생활스

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경제문제, 이성

과의 문제, 교수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8개 하위요인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사전  Cronbch’s α 값은 이성친구 .81, 친구

관계 .80, 가족관계 .82, 교수와의 관계 .74, 학업문제 .83, 

경제문제 .78, 장래문제 .80, 가치관문제 .82으로 나타났다.

2.2.4 실험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16주간의 걷기운동이 감정상

태, 기분상태 및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의 변화를 규명하

기 위하여 걷기 운동집단(Walking Group: WG)과 통

제집단(Control Group: CG)로 구분하였다. 또한 측정

시점은 사전측정(0week), 중간측정(8week), 사후측정

(16week)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두 개의 집단(WG, C

G)과 세 번의 측정시점 (0주, 8주, 16주)으로 구성되는 

2×3 반복측정에 의한 요인설계(2×3 factorial desig

n with repeated measure)이다. 

2.2.5 걷기운동 프로그램(Walking Exercise Program)

본 연구는 트레드밀에서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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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인 운동 강도는 Karvonen의 방법을 채

택하여 안정시 최대심박수(Maximum Heart Rate : M

HR= 220-age) 및 목표심박수(Target Heart Rate: T

HR=운동강도(%)×(최대심박수-휴식시 심박수)+휴식시 

심박수)를 개인적 측정을 통해 운동강도를 부여하였다. 

걷기운동은 주 3회 1회 60분씩 총 16주간 실시하였

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30분 운동 후 10분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 및 운동 중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교육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16주간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

도록 공지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해당 교양수업 시

간에 신체활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2.2.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감정상태, 기분상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의 측정도구에 대한 사전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대

학생 걷기운동에 따른 감정상태, 기분상태,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평균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repeated measure 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과 측정시점에 상호작용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측정시점에 따른 사후검증(p

ost-hoc)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3.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감정상태 변화

Table 1은 집단과 측정시점에 따른 감정상태의 변

화이다. 먼저 운동집단은 각각 사전(0week),, 중간

(8week), 사후측정(16week)에서 5.46점, 6.38점, 7.42

점으로 점진적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집단은 

5.85점, 4.96점, 5.15점으로 다소 감소 추이가 나타났다. 

집단과 측정시점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

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었다. 또한 집단 간 주효과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측정시점별 평균 차

이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집단 간 기분 상태의 변화에서 두 집단과 측정

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는 것은 두 집단의 변화가 측정시점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집단을 분리하여 측정시점별 평

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동집단은 측정시점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으며 반대로 통제집단은 측정시점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걷기운동의 집단의 감정상태 변화는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에 통

제집단은 측정시점별 큰 변화추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Factor WG
(n=24)

CG
(n=26) Time Group

Group

×Time
prea) 5.46±1.91 5.85±2.59

1.470 9.054** 5.169**midb) 6.38±1.66 4.96±2.03

postc) 7.42±2.15 5.15±2.36
post
-hoc

7.399**

A<B<C
1.000

-

Table 1. Changes in Feeling Scale by period of Walking 

exercise

**p<.01

WG: Walking Group, CG: Control Group

pre: 0week, mid: 8week, post: 16week

3.2 기분상태 변화 

Table 2는 집단과 측정시점에 따른 기분상태의 변

화이다. 그 결과 먼저 운동집단의 사전과 사후 평균은 

각각 긴장 2.58점과 1.90점, 분노 1.91점과 1.39점, 우

울 2.39점과 1.54점, 활력 3.09점과 3.46점, 피로 2.92

점과 2.30점, 혼란 2.42점과 1.7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평균은 각각 긴장 

2.23점과 2.46점, 분노 1.71점과 2.16점, 우울 1.94점

과 2.23점, 활력 3.11점과 3.00점, 피로 2.79점과 2.94

점, 혼란 2.42점과 2.36점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 변화를 살

펴보면 운동집단은 부정적인 정서 요인들이 감소하고 

긍정적 정서인 활력은 증가 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통제집단은 부정적 정서 요인들이 증가하고 긍정적 정

서인 활력이 감소 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는 긴장, 

분노, 우울, 활력, 피로, 혼란 요인 모두 통계적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집단 간 주효과 분석에서는 분노, 활력, 피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긴장, 우울, 혼란 요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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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점별 주효과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우울, 혼란 요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긴장, 분노, 활력, 

피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집단 간 정서 변화에서 두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은 두 집단의 변화가 측정시점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각의 집단을 분리하여 측정시점별 평균 변

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동집단은 측정시점에 따라 

긴장, 분노, 우울, 활력, 피로, 혼란 모든 요소에서 통계

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통제집단은 모든 

요소에서 측정시점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걷기 운동집

단의 기분상태 변화는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에 통제집단은 측정시

점별 큰 변화추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Factor WG
(n=24)

CG
(n=26) Time Group

Group

×Time

T

prea) 2.58±.67 2.23±.61

1.924 1.055 8.055**
midb) 2.21±.74 2.45±.73

postc) 1.90±.67 2.46±.79

post
-hoc

8.365**

A>C
1.377

-

A

prea) 1.91±.70 1.71±.57

.140 6.007* 10.594***
midb) 1.57±.72 2.10±.79

postc) 1.39±.39 2.16±.88

post
-hoc

7.325**

A>C
4.237*

A>C

D

prea) 2.39±.74 1.94±.74

3.916* 1.690 16.100***
midb) 1.75±.63 2.17±.71

postc) 1.54±.49 2.23±.99

post
-hoc

21.677***

A>C
1.818

-

V

prea) 3.09±.49 3.11±.40

2.289 4.770* 4.888*
midb) 3.39±.56 3.11±.43

postc) 3.46±.66 3.00±.43

post
-hoc

5.104*

A<C
.813

-

F

prea) 2.92±.63 2.79±.84

2.201 4.077* 5.098**
midb) 2.33±.59 2.89±.92

postc) 2.30±.83 2.94±1.04

post
-hoc

8.832**

A>B,C
.272

-

C

prea) 2.42±.64 2.42±.72

7.485** 3.904 5.108**
midb) 1.96±.62 2.38±.63

postc) 1.77±.74 2.36±.91

post
-hoc

16.911***

A>C
.095

-

*p<.05, **p<.01, ***p<.001

T:Tension, A:Anger, D:Depression, V:Vigor, F:Fatigue, 

C:Confusion

Table 2. Changes in Mood State by period of Walking 

exercise

3.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변화

Table 3은 집단과 측정시점에 따른 대학생 생활 스

트 레스의 변화이다. 그 결과 먼저 운동집단의 사전과 

사후평균은 각각 동성친구1.36점과 1.06점, 이성친구 1.4

9점과 1.30점, 가족 1.40점과 1.10점, 교수 1.65점과 1.2

4점, 학업 2.72점과 2.40점, 경제 1.98점과 1.67점, 장래 

2.70점과 2.04점, 가치관 2.41점과 1.9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평균은 각각 동성

친구 1.39점과 1.38점, 이성친구 1.45점과 1.46점, 가

족 1.51점과 1.54점, 교수 1.86점과 1.74점, 학업 2.69

점과 2.96점, 경제 2.12점과 2.20점, 장래 2.86점과 2.

69점, 가치관 2.26점과 2.39점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대학생 생활스트

레스 변화를 살펴보면 운동집단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감소 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통제집단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증가 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는 동성친구,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성친구, 가족, 교수 요인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주효과 분석에서는 동성친구, 가족, 교수, 장

래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성친구, 학업, 경제, 가치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시점별 주효과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동성친구, 

교수, 장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 이성친구, 가족, 학업, 경제, 가치관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집단 간 정서 변화에서 두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 있다는 것

은 두 집단의 변화가 측정시점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집단을 분리하여 측정

시점별 평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동집단은 측

정시점에 따라 동성친구, 가족, 교수, 학업, 장래, 가치관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성

친구, 경제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반면 통제집단은 모든 요소에서 측정시점

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걷기운동 집단의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변화는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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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통계적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통제집단은 측정시점별 큰 변화추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Factor WG (n=24) CG (n=26) Time Group
Group

×Time

Friend

prea) 1.36±.45 1.39±.47

4.240* 5.611* 3.713*
midb) 1.10±.20 1.39±.50

postc) 1.06±.15 1.38±.45

post-hoc 9.471***

A>C
.021

-

Friend of the 

Opposite Sex

prea) 1.49±.75 1.45±.65

.897 1.045 2.016
midb) 1.33±.58 1.68±.70

postc) 1.30±.60 1.46±.71

post-hoc .855 2.487
-

Family

prea) 1.40±.55 1.51±.61

1.854 5.356* 3.058
midb) 1.23±.34 1.62±.68

postc) 1.10±.28 1.54±.72

post-hoc 6.486**

A>B,C
.422

-

Professor

prea) 1.65±.65 1.86±.70

5.303** 6.357* 1.579
midb) 1.35±.47 1.76±.69

postc) 1.24±.36 1.74±.77

post-hoc 7.115**

A,B>C
.521

-

Study

prea) 2.72±.86 2.69±.79

.042 2.149 6.064**
midb) 2.53±.78 2.84±.57

postc) 2.40±.76 2.96±.72

post-hoc 5.362**

A>C
1.999

-

Economy

prea) 1.98±.86 2.12±.73

1.229 2.497 3.124*
midb) 1.88±.95 2.19±.63

postc) 1.67±.76 2.20±.78

post-hoc 2.847 .518
-

Future

prea) 2.70±.83 2.86±.90

12.757*** 4.396* 5.068**
midb) 2.27±.79 2.83±.82

postc) 2.04±.72 2.69±.95

post-hoc 14.145***

A>C
1.371

-

Values

prea) 2.41±.77 2.26±.69

2.771 .405 6.410**
midb) 2.30±.83 2.40±.71

postc) 1.97±.71 2.39±.90

post-hoc 7.930**

A,B>C
.980

-

*p<.05, **p<.01, ***p<.001

Table 3 Changes in College Life Stress by period of Walking exercis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6주간의 걷기운동이 대학생의 감정상태, 

기분상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16주

간의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걷기운동의 효

과를 탐색하고자 총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걷기운

동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측정(0wee

k), 중간측정(8week), 사후측정(16week)을 하였다. 

그 결과 16주간의 걷기운동은 대학생들의 감정상태, 

기분상태 및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걷기운동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감정상태 평균차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운동집단이 사전, 중간, 사

후 측정시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제집단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기분상태

의 분석결과로는 운동집단은 모든 하위요인인 긴장, 분

노, 우울, 활력, 피로, 혼란 등에서 긍정적인 감소 및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

한 통제집단은 분노 요인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운동집단과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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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많은 관

심을 받는 부분은 감정상태와 기분상태의 긍정적인 변

화라고 할 수 있다[26].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양은석 등 [27]의 산림 명상 및 걷기운동이 

기분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걷기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최재원 등[1]의 피

톤치드 아로마흡입과 운동 복합요법의 연구결과 또한 운

동집단의 긍정적인 기분 상태 변화 효과를 보고했다. 

더불어 신현경 등[28]의 비만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8주 동안 수중걷기운동을 지속한 

결과 불안, 우울, 분노, 피로 요인이 감소했으며 활력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지 않으며 특히 걷기운동이 감정상태 및 

기분상태 변화에 효과적이고 나아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16주간 연구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

과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통해 걷기운동의 효과와 효율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대학생들이 신체활동 및 걷기를 대부분 실천하지 못하

는 이유는 취업 준비 및 경제활동, 학업 등과 같은 이유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의 감정상태와 기분상태는 단순히 우울감, 분

노, 피로감 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2차적인 문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부정적 

정서가 높고 긍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융통성, 창의력, 

통합력, 정보에 대한 개방성, 자기효능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9]. 이는 대학생 생활 스트레

스 하위요인 중 하나인 학업 관리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의력과 정보에 대

한 개방성은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융통성,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과제발표 및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감정상태 및 기분상태가 우울감, 분

노, 긴장, 피로감, 혼란 등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대학

생들의 학업 및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예

비 사회 구성원으로서 졸업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6주간의 걷기운동이 대학생 생활스트

레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운동집단은 

동성친구, 가족, 교수, 학업, 장래, 가치관 요인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제집단은 모든 요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우울을 

야기하고, 신체적 · 심리적 건강의 문제를 일으켜 종국

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30,31]. 특히 우리

나라의 심각한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와 성인

기의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된다[32,33]. 

이러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많은 선행연

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 걷기운동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효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 중 김보균 등[34]

은 산림 걷기운동이 스트레스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김해미[35]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걷기운동이 스트레스, 우울증 개선에 긍

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의 스트레스 

감소 결과의 타당도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

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걷기운동이 대학생들이 현실적

으로 겪고 있는 취업문제, 학업문제, 이성문제, 경제적 

문제 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중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6주간의 걷기운동이 감정상태, 

기분상태 및 스트레스 대처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되

며 이는 대학교 학업생활 및 일상적 생활에서 지각된 

환경적 어려움이나 장애들을 잘 극복하고 지속적인 학

업 동기를 잘 유지하여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 영

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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