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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의 개화가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시각·심리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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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spring flowers blossoms, which is one of the 
elements influencing to human psychology, in order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on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green 
plants. A self-reporting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on the impression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 method) and mood states (profile of mood states: POMS) of eighty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Korean 
forsythia, Korean rosebay, Japanese apricot, Cherry blossom, and Magnolia were chosen as spring flowers. The results of 
impression evaluation and mood states changes showed that spring flower blossom had beautiful, soft, warm, moist, familiar 
and full impressions, and changed our mood positively by reducing depression and anger, or by increasing vigor. In addition, 
different psychological effects can be differently observed depending on the species; for example, Cherry blossom had a 
greater effect in changing the impression and feeling than others. The findings would provide support toward the active usage 
in green space as well as its design maximiz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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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도시민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스트레스 완화 및 휴식을 위한 장소로

서 도시녹지가 주목되고 있다(Groenewegen et al., 
2006; Karmanov and Hamel, 2008; Lee et al., 2011).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만 인식되어 왔던 

녹지와 접촉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효과와 같은 녹지

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Ulrich, 1984; Cooper Marcus and Barnes, 
1999). 녹지의 심리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가드닝 또는 원예활동 통한 식물과의 직접적인 접촉

이나, 실내에서 꽃을 바라보거나 창문을 통해 풍경을 

감상하는 등 녹지와의 직접 간접적인 접촉 등을 통

해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를 얻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Lee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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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는 스트레스를 받은 일반인과 정신 지체인들이 

비디오영상을 통해 도시의 인공경관보다 실내조경이 

위주로 된 경관을 보고 있을 때 정서 유도의 효과와 스

트레스 회복효과가 컸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스트레

스 해소 및 정신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녹지와의 접촉

이 실제로 환자들의 질병회복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

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국의 환경행동과학자 Ulrich 
(1984)에 의해 밝혀졌다. 외과수술 후 환자들을 대상

으로 창밖으로 벽이 보이는 병실의 환자와 녹지가 보

이는 병실의 환자의 회복효과를 비교한 결과, 녹지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의 경우가 진통제의 투여량이 적고, 
입원 일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녹지의 효

과를 Nakamura and Fujii(1992)는 녹지와 콘크리트 

블럭을 보고 있을 때의 대뇌활동의 변화를 뇌파실험

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는데, 녹지의 양이 점차 

많아질수록 알파파도 점차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녹지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 정신지체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또 그 심리적 효과도 

스트레스 회복, 이용 만족도, 병의 회복도, 대뇌활동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Chung and Sim, 1992; Rodiek, 2002; Kim, 
2010).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경 설계가

들은 힐링가든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원예치료사들은 

오감을 활용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Simson and Straus, 1998; Cooper Marcus and 
Barnes, 1999).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도시환경과 녹지환경 또는 

인공구조물과 자연물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비교하거

나 원예활동에 의한 건강증진 효과 등 녹지의 유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검토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도

시에서 녹지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

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녹지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지의 유무에 대한 분

석뿐만 아니라 보다 녹지식물의 재료의 유형, 색채, 재
료 등에 따른 심리적 효과의 차이와 같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녹
지는 그 장소나 면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식
재패턴 및 수종, 또는 색채 등 모두 다양한 요소로 구

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 따라 얻어지는 다양한 

심리적 효과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Lee and Bang, 1996).
녹지의 심리적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

인 녹지요소로서 꽃을 들 수 있다. 꽃의 심미성이 사람

의 기분을 고양시키거나 정서적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되어왔으며, 오랫동안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

다(Lee, 1998; Jang, 2009). 조경설계에 있어서도 꽃

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창출하기 때문에 꽃의 개화 시

기는 식재계획에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더
욱이 봄에 개화하는 꽃은 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계

절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

리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지의 심리적 효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표적인 녹지요소인 꽃의 

개화가 심리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 결과는 앞으로 녹지를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

어 기초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설문응답자 및 대상식물

본 조사는 연령에 따른 심리적 영향의 차이를 배제

시키기 위해 설문응답자는 20대 80명(23.4±1.9세, 남
성40명, 여성40명)을 대상으로 한정시켰으며, 설문실

시 전 연구개요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한 후 설문

자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였다(Lee et al., 2011). 대상

식물은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식물이며 조경식물 

소재로 흔히 이용되는 개나리, 진달래, 매화나무, 벚나

무, 목련 총 5종을 선정하였다(Hyun, 2003). 봄꽃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심리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

화한 상태와 개화하지 않은 상태 상호간 비교하였다. 
대상식물의 제시방법은 모든 피험자들에게 5종 봄꽃

식물의 개화한 상태와 개화하지 않은 상태를 일률적 

조건하에 제시될 수 있도록 사진 슬라이드에 의한 방

식을 채택하였다. 각 대상식물 사진은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지에 식재되어 있으며 만개한 

상태에 있는 봄꽃식물을 촬영하였다(EF-M 15-45 mm, 
Canon EOS M3). 개화하지 않은 상태의 식물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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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sythia
(Forsythia koreana)

Korean rosebay
(Rhododendron
mucronulatum)

Japanese apricot
(Prunus mume)

Cherry blossoms
(Prunus serrulata)

Magnolia
(Magnolia kobus)

blossom

non-
blossom

Table 1. Five species of spring flowers used as visual stimuli 

개화한 봄꽃식물 샘플과 배경과 밝기, 가지 형태 및 방

향 등 가능한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화 상

태 촬영 후 꽃만을 제거한 후 동일한 거리 및 각도에서 

다시 촬영하였다. 수집된 대상식물 사진은 Adobe 
Photoshop 7.0을 이용하여 사진의 각도, 밝기 및 색채

는 다시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대상식물의 사

진은 Table 1과 같다. 

2.2. 측정항목 및 조사방법

개화한 봄꽃에 대한 기분상태의 변화를 정량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인상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인
상평가는 대비되는 형용사를 이용한 대상의 이미지나 

인상을 평가하는 척도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법)를 이용하여, 봄꽃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27쌍
의 대비되는 형용사를 선정(Jeong, 1999; Jo et al., 
2010; Lee, 2011), 7단계 척도로 평가하였다. 봄꽃의 

개화를 바라보는 동안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변화평

가는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를 

이용하였다. POMS는 일시적인 감정상태를 규명하고

자 개발된 자기기입형 평가척도로서, 5단계로 감정상

태를 평가하는 데, 그 세부요인으로는 긴장 및 불안 

(Tension-Anxiety: T-A), 우울(Depression: D), 분노 

및 적개심(Anger-Hostility: A-H), 활기(Vigor: V), 피
로(Fatigue: F), 혼란(Confusion: C)이 해당된다(Kim 
et al., 2003). 일반적으로 기분상태평가지는 6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0장의 사

진 슬라이드(봄꽃식물 5종류와 각각의 개화 전후사

진)를 대상으로 인상평가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실시

해야 함에 따라 설문응답 소요시간이 길어질 것을 감

안하여 3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분상태 평가척도 

단축판을 이용하였다(Kim et al., 2003).
설문조사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으며, 강의실 앞에 설치된 스크린에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을 이용하여 개화한 상태 또

는 개화하지 않은 상태의 봄꽃식물 슬라이드를 제시

하고, 응답자들은 각 슬라이드를 2분간 바라본 후 인

상이나 감정변화를 평가하는 설문 항목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설문 응답에 걸린 시간은 

30분정도였다.

2.3. 데이터 분석

SD법은 인상평가지에 제시된 27쌍의 형용사항목

에 얻은 득점을 바탕으로 각 봄꽃식물의 개화한 상태

와 개화하지 않은 상태의 인상비교에는 윌콕손 부호

순위화 검정(Wilcoxon signed rank sum test)을 채용

하였으며, 개화한 상태의 5종의 봄꽃식물 상호간 비교

에는 프리드만의 스틸 드워스 다중비교(Friedman’s 
steel-dwass, comparison of k sample)를 채용하였다. 
POMS의 30가지 감정에 관한 설문항목에서 얻어진 

점수는 POMS 득점 채점표를 바탕으로 하여 긴장-불
안(T-A), 우울(D), 분노-적개심(A-H), 활기(V), 피곤

(F), 혼란(C)의 6가지로 구분 채점되었다. 이 평가점수



 조현주 홍계숙

는 T득점 환산표에 의해 T득점화되어 윌콕손 부호순

위화 검정에 의해 개화한 상태와 개화하지 않은 상태

를 보았을 때 감정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인상평가

와 마찬가지로 프리드만의 스틸 드워스 다중비교를 

통해 개화한 상태의 5종의 봄꽃식물 간의 감정변화를 

비교를 통해 봄꽃식물이 미치는 감정변화의 정도차이

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신뢰도는 모두 

유의수준 5%이하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상평가

Fig. 1에서 Fig. 5까지 각 수종별로 개화전후에 따

른 인상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봄꽃의 개화가 주는 인

상과 각각의 봄꽃식물이 갖는 인상의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각 형용사항목에서 1점 또는 7점에 가까운 

형용사를 그 대상에 대한 인상으로 평가하고, 각 수종

별로 유의차가 나타난 형용사항목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2).
개화전후에 따라 5종의 봄꽃식물은 밝은, 아름다

운, 부드러운, 활기 있는, 따뜻한, 촉촉한, 생명력 있는, 
풍부한의 형용사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봄꽃의 개화는 우리에게 밝고, 부드러우

며, 아름답고 풍부한 인상과, 따뜻함과 촉촉함을 동시

에 느끼게 해주며, 또한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봄꽃이 갖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5

종 또는 4종의 봄꽃식물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인상들

을 제외하고 유의차가 나타난 형용사를 바탕으로 각 

봄꽃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개나리꽃의 경우, 
자연적인(p<0.05), 동적인(p<0.01), 섬세한(p<0.01), 
자유로운(p<0.01), 재미있는(p<0.01), 평화로운(p<0.05)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개나리의 채도 

높은 노란색의 색상과 작고 수많은 꽃봉오리는 이러

한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매화는 가벼운

(p<0.01), 자연적인(p<0.01), 동적인(p<0.01), 진정되

는(p<0.01), 재미있는(p<0.05), 평화로운(p<0.01) 인
상을 주는 수종으로 평가되었는데, 매화꽃의 엷은 분

홍색의 색상은 가벼운 이미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

는 요소로 평가되며, 개나리와 같이 작고 수많은 꽃봉

오리의 형태에서 동적이며 재미있는 인상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된다. 벚나무는 다른 수종과의 공통적인 인

상을 제외하고도 유의확률 99%로 가볍고, 자연적이

며, 동적인, 진정되는, 안심하는, 섬세한, 자유로운, 압
박감 없는, 깔끔한, 재미있는, 평화로운 이미지와, 유
의확률 95%로 안전한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박감이 없거나 안전한 

이미지는 5종의 수종 가운데 벚나무에서 나타난 것으

로 보아 벚나무의 개화로 인해 안심감이나 릴랙스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련의 경우는 유의확

률 95%로 섬세하고 깔끔하며, 안심할 수 있는 이미지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깔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

미지는 백색의 꽃의 색상에서, 섬세한 이미지는 속까

지 들여다 볼 수 있는 큰 크기의 꽃봉오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진달래의 경우는 다른 봄꽃식

물이 가지는 특성을 제외하고 진달래에서만 볼 수 있

는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각 수종이 가지는 특성은 주로 꽃이 가진 색

상이나 형태에서 비롯하는데, 개나리, 매화, 벚나무의 

작고 수많은 꽃의 형태는 동적이고, 재미있는 인상을 

부여하며, 벚나무와 목련과 같은 흰색의 색상은 깔끔

하고 안심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Fujii(1995)는 식물의 연분홍 및 노란색의 색채는 기

분을 고장시키고 쾌활한 인상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매화와 개나리에서 나타난 인상결

과와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기

존연구에서는 흰색은 선호하는 색상인 동시에 불안감

을 주는 색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련의 

결과와 대조되는 결과이며, 이는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기존연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식물의 색채에 의한 

심리적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것으로 제시한 모든 수종에서 공통적으로 봄꽃

은 밝고, 부드럽고, 풍부한 인상을 주며, 더불어 봄이

라는 계절감에서 얻을 수 있는 따뜻함과 생명력, 활기

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꽃의 수종마

다 인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개나리와 매화

는 작고 수많은 꽃의 형태에서 동적이고 재미있는 인

상을 부여하고, 벚나무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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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ression evalu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of Korean forsythia. (* p<0.05, ** p<0.01)

Fig. 2. Impression evalu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of Korean rosebay. (* p<0.05, ** p<0.01)

Fig. 3. Impression evalu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of Japanese apricot. (* p<0.05, ** p<0.01)

Fig. 4. Impression evalu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of Cherry blossom. (* p<0.05, ** p<0.01)

외에도 안심감과 안전함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며, 목련은 흰 꽃잎으로부터 깔끔한 인상을 주는 수

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종마다 인상의 차이는 그 

꽃의 고유한 색상와 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3.2. 감정평가

POMS의 6가지 항목, 긴장-불안(T-A), 우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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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ective items related to Impression Korean forsythia Korean rosebay Japanese apricot Cherry blossom Magnolia
1 Bright ** ** ** ** **
2 Beautiful ** ** ** ** **
3 Light ** **
4 Soft ** ** ** ** **
5 Natural * ** **
6 Likable ** ** ** **
7 Vigorous ** ** ** ** **
8 Friendly ** * ** **
9 Warm ** ** ** ** **
10 Moist ** ** ** ** **
11 Familiar ** ** ** **
12 Dynamic ** ** **
13 Soothed ** **
14 Relaxed ** *
15 Delicate ** ** *
16 Free ** **
17 Excited
18 Refresh ** ** ** **
19 Unpressed **
20 Clean ** *
21 Colored ** ** ** **
22 Vital ** * ** **
23 Seasonal ** ** ** **
24 Full ** ** ** ** **
25 Interesting ** * **
26 Peaceful * ** **
27 Safe *

Table 2. Impressions of five species of spring flowers

Fig. 5. Impression evaluation by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of Magnolia. (* p<0.05, ** p<0.01)

분노-적개심(A-H), 활기(V), 피곤(F), 혼란(C)을 이용

하여 봄꽃의 개화가 감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였다. 그 결과, 개나리의 경우 우울(D, p<0.01), 
분노-적개심(A-H, p<0.01), 피로(F, p<0.05) 항목에서

는 개화한 상태가 개화하지 않은 상태보다 득점이 낮

은 반면, 활기(V, p<0.01)에 대한 항목에서는 개화하

지 않은 개나리보다 개화한 개나리를 보았을 때 높게 

나타났다(Fig. 6). 이것으로 개화한 상태의 개나리는 

우울, 분노, 피로을 감소시키고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달래의 경우 역시 개나리와 공

통적으로 개화 후 우울(p<0.01), 분노(p<0.01), 피로

(p<0.05)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활기

(p<0.01)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개화한 매화나무는 긴장

과 불안(p<0.05), 우울(p<0.01) 및 분노와 적개심

(p<0.01)에 대한 감정을 낮춰주고 활기(p<0.0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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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od states changes by viewing Korean forsythia. 
(*: p<0.05, **: p<0.01)

Fig. 7. Mood states changes by viewing Korean rosebay. 
(*: p<0.05, **: p<0.01)

Fig. 8. Mood states changes by viewing Japanese apricot. 
(*: p<0.05, **: p<0.01)

Fig. 9. Mood states changes by viewing Cherry blossom. 
          (*: p<0.05, **: p<0.01)

Fig. 10. Mood states changes by viewing Magnolia. 
(*: p<0.05, **: p<0.01)

Fig. 11. Depression-dejection feeling changes in five species 
of spring flower. (*: p<0.05, **: p<0.01)

감정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벚나무의 

경우, 개화하지 않은 상태와 개화한 상태를 바라보았

을 때의 감정상태를 비교한 결과 6가지 POMS 항목 

중, 혼란(C)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ig. 9). 즉, 개화한 상태의 벚나무

는 긴장과 불안(p<0.05), 우울(p<0.01), 분노와 적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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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피로(p<0.05)에 대한 감정을 감소시키고, 
활기에 대한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목련꽃이 개화함에 따라 우울과 같은 부

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p<0.01), 활기를 증대시키

는(p<0.01) 감정의 변화를 초래된다는 사실이 증명되

었다(Fig. 10). 이것으로 5종의 봄꽃식물은 공통적으

로 우울함을 감소시키고 활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노란색, 연한 분홍, 흰색의 색상이 기분을 

고장시키고, 활력감을 주는 색상으로 보고된 기존 연

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대상 꽃색이 우울감과 활력증

진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and Fujii, 1995).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수종별로 비교한 결과, 

POMS의 6가지 감정상태 항목 중 우울(D)에 대한 항

목에서만 봄꽃식물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ig. 11). 즉, 우울에 대한 감정비교에서 벚나무가 개

나리(p<0.05), 진달래(p<0.01), 매화나무(p<0.01), 목
련(p<0.01)보다 T득점이 가장 낮게 평가됨에 따라 다

른 봄꽃식물보다 벚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우울감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Fujii(1995)는 벚나무림을 바라보았을 때 

맥박수와 최저혈압이 증가하고, 흥분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뇌파인 β파가 발생됨에 따라 벚나무림의 

감상은 감정이 고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벚나무의 개화가 다른 수종보다 우울함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을 고장시키는 효과를 주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벚꽃이 

주는 이러한 시각 심리적 효과는 벚꽃구경과 같은 문

화 및 개인적 경험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사료된

다. 최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을한 감정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으로 벚나무의 식재 등을 녹지계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POMS의 결과를 종합하면,  봄꽃식물의 개

화는 수종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활력증진과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벚나무가 침울

한 기분을 해소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수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감정변화는 식물의 색상과 선호

도와 관련 있다는 기존연구 결과와의 고찰을 통해, 향
후 녹지공간에 이용자의 선호도와 색상 등을 고려하

여 봄꽃식물의 식재요소로서의 적절한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도시녹지에 있어서 봄꽃의 개화는 바라보는 이들

의 심리적인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녹지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공간을 건강증진의 

장으로의 이용을 도모하고 녹지의 심리적 효과의 이

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봄꽃식물의 개화에 대한 

인상 및 감정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봄꽃의 개화는 우리에게 부드럽고, 풍부하

며, 따뜻한 인상과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며, 우울함을 

해소시키거나 활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감정변화

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 심리적 효

과는 수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제시한 대상가운데 벚꽃의 경우에는 그 심리적 효과

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꽃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꽃의 색상과 형태가 그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녹지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봄꽃

의 개화가 주는심리적 효과가 정량적으로 검토되었으

며,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는 앞으로 도시민의 녹지공

간에서의 적극적 이용과 녹지의 심리적 효과를 최대

한 살린 녹지계획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라는 특정계층을 대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데에 한계를 가지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녹지의 심리적 

효과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므로, 향후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Elsadek 
and Fujii, 2014; Jo et al., 2007). 이를 통해 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여자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특정장소

의 녹지계획 수립할 때 이용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녹

지의 심리적 효과가 극대화된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봄에 개화하는 화목

류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 다른 계절에 개화하

는 화목류와, 초본식물, 지피식물 등 다양한 녹지식물

재료에 대한 심리적 효과의 검토도 향후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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