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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도시화로 인해 재난구조와 응급 의료 서비스 지

원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소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증가되었다(Bae & Kim, 2011). 그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아졌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만의 직무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특성은 크게 긴급

성, 위험성, 불확실성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직무에 내

재되어 있는 이러한 위험성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

요한 요인이 된다(Lee and Lee, 2007). 또한 소방공무원

의 스트레스는 사고 또는 질병과 연결될 수 있으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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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나 우울증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Kim et al., 1989),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개인의 대응력에 제한이 주어지는 경우, 자

살 충동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hang et al., 2011). 2018년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조사에 의하면, 지난 10

년 동안 순직 소방공무원은 10만명 당 2008년 9명에서 

2017년 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008년 3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5배나 증가하였다

(National Fire Agency: NFA, 2018.2.27.). 특히 최근 코로

나19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환자와 가장 먼저 대면하는 만큼, 코로

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들은 현 시대에 

Corona blue(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이

나 불안함,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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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부정적 요인이 가

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Lee, 2021). 또한 소방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과도한 책임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

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 

심리적 안정성에 따른 치유방안이나 정책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판정과 증상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무군을 대상으로 한 치유

농장 체험 프로그램 적용이나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선

행연구는 미미하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국민 건강 문

제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치유농업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Kim et al., 2020). 그에 따라 소

방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치유마을을 통하여 치유농장 체

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NFA, 2020.7.13.). 더불어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여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

됨으로써 치유농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치유’라는 단어가 부각 되면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농업, 

농촌자원을 국민의 행복과 연결하는 치유농업 활동은 자

연을 접할 수 있는 식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f, 1990). 치유농업
1)(Jeong et al., 2016)은 농업이나 식물, 동물, 경관, 문화 

등의 농촌환경을 이용하여 일반인, 사회적 약자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순수한 치료일뿐만 아니라 치료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경험이 포함된 것으로

(Braastad and Hauge, 2007), 농업활동, 자연환경, 사람들

과의 문화⋅정서적 교류 등 모든 농업⋅농촌의 요소들

이 치유농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치유농

장에서의 치유농업은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더 건

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치유농업과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

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Jeong et 

al.,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에 

따른 심리⋅생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치유농장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치유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효과 구명의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수준 

등 주요 변수와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추후 치유농장 

체험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고위험직무군 중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

상 발생되는 스트레스 완화 및 지역 치유농장의 활성화

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치

유농장이나 근무지 내에서의 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장 체

험 프로그램 적용으로 우울감, 긴장감, 스트레스 등의 완

화 효과 증진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수행한 현장 적용연구이다.

치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심리⋅생리

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코

르티솔 및 식물재배 활동 수준 등 심리평가 척도를 측정

하였다. 대상자는 순창 소재 소방본부에서 현장지원업무

를 수행하는 팀 중 지원한 팀으로 하였다. 또한 평균 

36.3±7.96세인 남녀 소방공무원 16명에게 연구 목적과 

측정 항목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

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갖고 연구동의서에 동의한 사람

으로 하였으며,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 전 14시 

30분, 참여 후 5시 총 2회 타액채취와 심리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한가지 활동 당 

90분(±10분)씩 실행하였다(Figure 1). 타액 채취를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타액 채취 1일 전부터 금주, 충분한 수

면을 원칙으로 하였고, 검사 1시간 전부터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섭취나 타액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음료, 식품 및 

담배 등을 금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치유농장 체험 활동은 농장의 경관감상과 텃밭채소, 

주변 식물자원, 순창의 특작물을 활용하여 활동을 실

외에서 농장주 및 전문 강사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Figure 1). 

가. 참여자의 생리적 평가

참여자의 생리 평가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코

르티솔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순창소재 소방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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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팀 중 지원한 팀으로 하였다. 

타액 채취는 무명솜 재질을 활용한 Saliva system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사전⋅후 실

시하였다(Choi et al., 2014). Salivettes system을 이용한 

타액채취 시, 손이나 공기 등의 접촉을 통해 오염 정도

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사항들을 엄격히 준수하

여,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Schwartz et 

al., 1998). 타액 추출 후 Saliva Cortisol 분석은 ER HS 

SALIVARY CORTISOL kit(Salimetrics Inc. USA) 시약을 

이용하여 VERSA 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USA) 장비로 분석하였고, 분석 단위는 μg/dL이

었다. 

나. 심리평가도구

심리평가도구는 식물재배 활동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한국판 회복환경지각척도(Perceived restroativeness 

scale; PRS), 스트레스 수준,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만족

도,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 척도

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Table 1과 같다.

1) 식물재배 활동 수준 척도

식물재배 활동 수준은 식물재배경험, 식물선호경향, 

식물관련사건의 3개 하위 영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4문항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물재배경

험이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RDA, 2017). 

2)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분석을 위하여 Horowitz et al.(1979)

가 개발하고, Weiss와 Marmar(1997)가 각성과 관련된 7

개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사건 충격 척도-수정판(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이하 IES-R)을 사용하였다. 

IES-R은 과각성(hyperarousal), 회피(avoidance), 그리고 침

습(intrusion)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

는 외상관련자기보고식 척도로 3개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Alden et al., 2008; Park, 2014, Bercier and 

Maynard, 2015). 

3) 한국판 회복환경지각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

회복환경지각척도는 Kaplan and Kaplan(1989)이 개발

하고, Hartig et al.(1991)이 수정 보완한 26문항을 Lee 

and Hyun(2003)이 타당화한 한국판 회복환경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한국판 회복환경지각척도는 회복환경이 

갖춰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4개의 하위 요

인 ‘휴식’, ‘매혹감’, ‘짜임새’, ‘이해용이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

4)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척도

심리적 특성의 평가도구로서 Cohen and williamson 

(1988)의 PSS-10(Perceived stress scale)를 Baek(2009)이 번

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척도(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 PSS:K)를 사용하였다. 1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4단계로 판단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단계는 13점 미만으로 ‘정상

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심각하지 

않거나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인 경우’, 2단계는 13점 

이상으로 ‘이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시작된 단계’, 3

단계는 17점 이상으로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4단계는 19점 이상으로 ‘전문가 도움 필요 

상태’로 분석된다. 

5) 치유농장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자의 

기대-성과에 대한 방문자 만족도 조사에서 Lee(2016)가 

조정하여 사용했던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

점(1: 부정∼5: 긍정)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 만족도의 Cronbach’s α값은 .981로 나타

났다.

6)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는 고객

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기 

Figure 1.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A) Landscape appreciation of care farm; B) Color food art; 

C) Laughter therapy; D) Making cheong using blu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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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Parasuraman et al.(1988)이 고안한 “SERVQUAL” 기

반의 총 14문항,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5가지 차원은 유형

성은 ‘물리적 요소의 외형에 관한 차원’, 신뢰성은 ‘과에 

대한 의존성과 정확에 대한 차원’, 반응성은 ‘반응이 즉

각적이고 자발적인가에 대한 차원’, 확신성은 ‘신용, 역

량, 보안, 예의바름 등에 관한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성은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의 이해와 접

근성에 관한 차원’이다(Zeithaml et al., 1996; Jeong et al., 

2016). 단, 본 연구에 맞도록 조정하여 치유농장 프로그

램 참여자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7) 충성도

충성도는 고객이 구매 행동 시 가지는 소비자 충성도

로 고객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애착 정도를 말

하며(Aaker, 1992) 특정 제품의 재구매 의도와 재방문 행

동으로 정의된다(Lee, 2003). 충성도는 소비자가 재구매

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현되고 소비자의 헌신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행위⋅감성⋅인지적 충성도로 나눌 수 있다

(Oliver, 1999). 따라서 치유농장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감성이나 인지적 충성도 등을 치유농장 체험에 만족한다

면 참여자는 치유농장을 재방문하게 되고, 그들이 주변

인들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Zeithaml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성도 척도는 Gremler(1995)가 사용한 

고객 충성도 척도를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주변 경관이 훌륭한 순창 소재 치유농장에 오전에 입

실하여 개인 시간을 가지고, 점심 식사 후 치유농장 주

변 경관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산책을 하였다. 그 후 오

후 2시∼5시 30분까지 3개의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블루베리청 만들기, 웃음치료, 그리고 컬러푸드아트를 농

장주 및 전문강사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블루베리

와 컬러푸드아트에 사용할 과일 및 채소에 관한 기능성

은 미국에서 과일과 채소 5가지 색(초록색, 노란색, 빨간

색, 보라색, 흰색)을 고유한 색깔을 기준으로 분류한 파

이토케미컬(phytochemical) 분류 기준을 설명하였다. 이 

분류 기준은 접근성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이

들에게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채소와 과일의 영양성분

과 기능성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블루베리와 같

은 보라색 식품은 Anthocyanin, Resveratrol이 함유된 식

품으로 심장⋅뇌⋅뼈 건강⋅노화 지연 등의 기능과 효

과(Nutrilite, 2012)에 대한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졌다. 기능과 유의성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첫 번

째로 블루베리청 만들기를 하였고, 두 번째 웃음치료 전

문가인 농장주 주관으로 치유농장 실외에서 웃음치료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컬러푸드아트 디자인 

Division Questionnaire Number Cronbach’s α Interval Scale

plant gardening activity

Plant growing experience 4

.967
Likert 7

Plant preference tendency 4

Plant-related event 4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Hyperarousal 6

.790 Likert 5Avoidance 8

Intrusion 8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Repose 11

.971 Likert 7
Fascination 8

Coherence 4

Legibility 3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Stress scale 10 .805 Likert 5

Program satisfaction Program satisfaction 3 .981 Likert 5

Service satisfaction

Tangibeles 2

.958 Likert 5

Reliability 4

Responsiveness 2

Assurance 3

Empathy 3

Loyalty Loyalty 3 .983 Likert 5

Table 1. Questionnai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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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를 한 후 농장의 텃밭채소와 과일, 주변의 식물 

등을 채취하여 각자의 작품을 만들고, 작품에 표현된 의

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였다. 

라.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25.0을 이용하

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다. 스트레스호르몬인 타액 코르티솔, 심리평가를 위한 

주요 변수들은 Wilcoxon paired signed ranks test, 그리고 

만족도, 충성도,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물재배 활동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한국

판 회복환경지각척도,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치

유농장 프로그램 만족도,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

도, 그리고 충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 

참여자의 식물재배활동 수준 등 주요 변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16명(남자 16명, 여자 2명)의 평균 연령

은 36.3±7.96였다. 연령분포는 30대 50.0%, 20대 18.8%, 

50대와 40대 각 18.7% 순이었고, 학력은 대졸 62.5%, 고

졸 37.5% 순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수준은 월 300만원 이

하가 43.8%로 가장 높았고, 월 301-400만원 31.2%, 월 

401-500만원 18.8%, 월 501만원 이상 6.2%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계급은 소방사 37.5%, 소방교와 소방장 각 

25.0%, 소방위 이상 12.5% 순이었다. 현재맡은 업무는 

화재진압이 75.0%로 가장 많았고, 구급 18.7%, 구조 

6.3% 순이었으며, 근무기간은 1∼5년이 62.5%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18.7%, 1년 미만 12.5%, 5∼10년 

6.3% 순이었다(Table 2).

2. 치유농장 체험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 타액 코

르티솔 수준의 변화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후 코르티솔 수준 변화를 알아본 결과,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총 코르티솔 수준이 체험 프로그램 사전 평균 

0.141ug/dL에서 사후 평균 0.103ug/dL로 0.038ug/dL의 평

균 차이(z=2.858, p <.01)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Table 3). 따라서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적 공간에

서 식물재배나 자연물을 활용한 활동을 접함으로써 환경

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평온감,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Ulrich(1981), 

Kwak(2004), 및 Lee(2006)의 보고가 본 연구에서 치유농

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코르

티솔 농도가 낮아진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3.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과 사후 

주요 변수의 변화

가.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위험률 

분포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증상은 17점 이

하 정상군, 18∼24점 이하 저위험군, 25점 이상은 고위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14 87.5

Female  2 12.5

Age

20-29s  3 18.8

30-39s  8 50.0

40-49s  3 18.7

50-59s  2 12.5

Education

High school  6 37.5

University 10 62.5

Graduate school  0 0.0

Monthly 

income(Won)

≤3,000,000  7 43.8

3,010,000∼4,000,000  5 31.2

4,010,000∼5,000,000  3 18.8

≥5,010,000  1 6.2

Work 

position

Fire-fighter  6 37.5

Senior fire sergeant  4 25.0

Fire sergeant  4 25.0

≥Fire lieutenant  2 12.5

Work type

Fire suppression 12 75.0

Rescue  1 6.3

First aid  3 18.7

Work period

Less than a year  2 12.5

One∼five year 10 62.5

Five∼ten year  1 6.3

More than ten years  3 18.7

Table 2. Characteristic of survey respondents (N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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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으로 정의하였다(Eun et al., 2005).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정상군 62.5%, 저위험군 6.3%, 고위험

군 31.2%로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직

무군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조사에서 고위험

군의 비율이 35.9%로 높게 나타났다는 Jang et al.(2020b)

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

인의 경우 10% 정도가 외상성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 유병률이 8∼26%이다(Copeland et 

al., 2007).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외상성 사건의 경

험이 9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Shin 

et al., 2015), 이 중 18∼51%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Lee, 2012; Baek, 2014). 따라서 소방공무

원의 직무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고위험군 비율

이 특히 높은 것에 대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

자의 사전⋅후 주요 변수의 변화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후 주요 변수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식물재배 활

동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이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체험 

전보다 체험 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Table 5). 단 

4단계로 판단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본 연구에는 사전⋅

후 모두 총점이 16점 정도로 나타나 본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미 스트레스의 영

향을 받기 시작된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스트레스 완화나 긍정적 감정 등에 영향을 준다

는 Urich(1984)와 Cimprich(1993)의 보고와 우울감을 가진 

대상자가 자연을 활용한 숲 체험만으로도 심리⋅생리적 

안정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Shin et al.(2007)의 보

고는 본 연구에서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주요변수에서 다소 낮아진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하

위영역별 사전⋅후의 변화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세부적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4.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참여 만

족도는 3문항 모두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

이 50% 정도로 일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

보다 40% 정도 낮게 나타났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대상 치유농장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

족도 연구에서 ‘만족한다’, ‘정말 만족한다’는 응답이 거

의 9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Jang et 

Saliva cortisol value (ug/dL)
Before After

z p
Meanz Mean

Total 0.141±0.014 0.103±0.014 -2.858 .004**

z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

p <.01, by wilcoxon paired singed ranks test (N=16). 

Table 3. Cortisol value changes among participants between before and after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PTSD

Group N Percent (%)

Normal 10 62.5

Low 1  6.3

High 5 31.2

PTSD score ≤17, ≤18∼24(low), ≥25(high)

Table 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subjects

Variable
Before After

z p
Meanz Mean

plant gardening activity  3.71±1.20  3.44±1.58 -.751 .453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2.92±0.76  2.92±0.78 -.227 .820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0.69±0.75  0.67±0.71 -.236 .814

Stress level 16.06±4.36 15.69±4.35 -.352 .725

z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on-significant at p > .05 by wilcoxon paired singed-rank test (N=16).

Table 5. Comparisons of main variables before and after care farm experience program i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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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20a)의 보고와 본 연구에서 45% 정도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농장환

경, 프로그램, 대상자 등 어떤 요인인지 추후 지속적 연

구를 통해 구명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5.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5가지 차원으로 조사한 결과

(Parasuraman et al., 1988), 확신성이 3.83/5으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응답성 >공감성 > 신뢰성> 유형성 

순으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총 5가지 차원으로 조사한 14문항 중 응답성 

차원의 만족도 7 ‘직원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응한다’, 

확신성 차원의 만족도 8 ‘직원들을 믿고 신용할 수 있

다’, 만족도 10 ‘직원들이 고객에게 정중하다’는 두 문항

에서 3.9/5점 이상의 높은 참가자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

다. 그러나 유형성 차원의 만족도 2 ‘치유농장 서비스 

관련 안내문/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는 문항의 경우 ‘만족

한다’가 25%(3.1/5점)의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Table 7). 이러한 결과는 치유농장의 농장주나 직원이 

참여자에게 신용을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는 확신성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구의 위치, 이동방향,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시설안내도를 비치 등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치유농장에서의 유형성 차

원의 준비는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치유농장 프로그램 참여자가 현실적 어려움을 통해 서비

스 욕구를 인식하는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주의 

경우 참여자의 성격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참여

자와 농장주 사이에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며(Jeong, 2003), 체험 참여자의 만족도는 서비스에 대한 

체험 이후의 행동에 대한 재방문 또는 추천 의도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Cho et al.(2018)의 청원생명축제 운

영시스템 품질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축제 운영시스템 품질과 행사프로그램 만족도와 높은 상

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와 Oh and Lee(2007)의 연구결과 

서비스품질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결

정요소는 서비스품질이라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었다.

Figure 2. The service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nts 

in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6. 충성도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에 따른 참

여 충성도는 충성도 1 ‘다른사람에게 치유농장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충성도 2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해 볼 의향이 있다’, 충

성도 3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농장 프로그램 참여

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는 3문항 모두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났다

(Table 8).     

7.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등 

주요변수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충성도

와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식물재배 활동 수준, 

회복환경지각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프로그램 만

Evaluation item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N % N % N % N % N %

Satisfaction 1z 2 12.5 1 6.3 5 31.2 3 18.8 5 31.2

Satisfaction 2 2 12.5 3 18.8 3 18.7 2 12.5 6 37.5

Satisfaction 3 2 12.5 1 6.3 6 37.5 2 12.5 5 31.2

z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Satisfaction was rated on 5-point scale wher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Satisfaction item 1=Visiting this place was better than I thought; 2=Visiting this place was a wise choice; 3=Overall, I am satisfied 

with the visit here.

Table 6. The program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nts in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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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스트레스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충성

도와 참여 만족도가 0.9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정의 상관

을 나타냈으며,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회복환

경지각척도, 식물재배 활동 수준도 정의 상관, 스트레스 

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코르티솔 수준과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Table 9).

8.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주요 변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식물재

배 활동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회복환경지각척

도,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변

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상관 관계 존재여부를 보는 

Durbin-Watson은 모든 경우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관계

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의 독립성

Evaluation item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N % N % N % N % N %

1z 2 12.5 1  6.3 5 31.2 4 25.0 4 25.0

2 2 12.5 2 12.5 4 25.0 4 25.0 4 25.0

3 2 12.5 3 18.8 4 25.0 3 18.7 4 25.0

Note. Loyalty was rated on 5-point scale wher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Loyalty 1: Be able to talk positively to other people to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Loyalty 2: After visit this place, I am willing 

to try the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again. Loyalty 3: Strongly recommend to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to relatives or 

friends

Table 8. The participants revist intention in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Item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Neither Satisfied Very satisfied

Service 

satisfaction

1z 12.5  6.3 31.2 37.5 12.5

2 12.5  6.3 56.2 12.5 12.5

3 12.5 12.5 25.0 31.3 18.7

4 12.5  6.3 37.5 25.0 18.7

5  6.3 12.5 31.2 25.0 25.0

6  6.3  6.2 25.0 37.5 25.0

7  6.3  0.0 25.0 37.5 31.2

8  6.3  0.0 25.0 37.5 31.2

9  6.3 12.5 12.5 43.7 25.0

10  6.3  0.0 25.0 31.2 37.5

11  6.3 18.7 37.5  0.0 37.5

12  6.3  0.0 43.7 12.5 37.5

13  6.3 12.5 25.0 25.0 31.2

14 12.5 18.8 18.7 12.5 37.5

Note.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or the survey (N=16).
zService satisfaction 1. The care farm’s facilities are convenient and attractive. 2. Service notices/information of care farm are provided. 

3. When raising a question, sincerely confirm and resolve it. 4. The care farm and it’s staffs fulfill the contracts well. 5. Service 

records, charges and other items are in care farm provided correctly. 6. Staffs are willing to help the client. 7. Staffs respond quickly 

to the customer’s demands. 8. The staffs are trustworthy. 9. Care farm’s services are stable and relaxed. 10. Staffs are courteous to 

customers. 11. Staffs are well aware of the customer’s needs and take. 12. Care farms try to protect customers’ interests. 13. Services 

required by customers are provided. 14. Services of care farm have met my needs.

Table 7. Percent of participants by service satisfaction in care farm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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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는 공선성 진단에서 공선성 통계량도 역시 공차 값

이 0.1 미만인 변수가 없었으므로 독립변수간 상관이 낮

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수정된 R2값이 모두 0.2 이상이므로 설명력

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Table 10). 치유농장 체험 활

동에 따른 식물재배 활동 수준 등 주요 변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만

족도, 연령(20대),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5가지 

하위요인 중 신뢰성은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만

족도와 신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은 경우, 치

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충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인 충성도를 98% 정도 설명하며, 그중에서도 치

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는 95%로 가장 많은 설명

력을 가진다. 또한 F값이 199.80로 p <.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모형식

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유농장 체험 활동의 충

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

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 연령(20대), 신뢰성 순으로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프로

그램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Table 10).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한국농촌관광 만족

요인과 재방문의도의 연구에서 장소 및 프로그램 만족도

가 재방문의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Kim and 

Han(2017)의 보고가 본 연구 결과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에 따른 심

리⋅생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나이 36.3±7.96인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타액 코르티솔 및 심리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심리평가도구는 식물재배활동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한국판 회복환경지각척도(Perceived 

restroativeness scale; PRS), 스트레스 수준,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그리

고 충성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순창 소재의 치유농장에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
2 Change in R

2
F

(Constant)  -.08

.98 199.80***
Program satisfaction   .74  .76      9.66*** .95

Age(20s)  -.45 -.13     -3.30** .02

Reliability   .28  .25      3.14** .02

Dependent variable: loyalty. Loyalty was rated on 5-point scale wher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Loyalty 1: Be able to talk positively to other people to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Loyalty 2: After visit this place, I am willing 

to try the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again. Loyalty 3: Strongly recommend to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to relatives or 

friends.
**

p <.01, ***
p <.001, (N=16). 

Table 10. Satisfaction analysis of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Vz A B C D E F G H

A 1

B      .899** 1

C      .591*     .567* 1

D      .860**     .749**     .844** 1

E      .009    -.140     .272 .154 1

F      .974**     .863**     .662**     .880** .101 1

G     -.262    -.385    -.017    -.147  .592* -.192 1

H     -.096    -.112    -.274    -.159 .269 -.037 -.057 1

zV: Variance; A: Loyalty; B: Service satisfaction C: plant gardening activity level ; D: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 ; E: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 Program satisfaction; G:Stress level; H: Saliva cortisol
*‚**significant at p <.05, or p <.01, respectively (N = 16).

Table 9. Correlation of care farm experience activities to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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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에 입실하여 농장 주변 산책을 하거나 환경

을 익히고 오후 2시∼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타액은 프로그램 참

여 전⋅후 채취하였고, 프로그램은 블루베리청 만들기, 

웃음치료, 그리고 컬러푸드아트 만들기의 3가지 활동을 

하였다.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참여자의 사전⋅후의 

코르티솔 농도 변화를 알아본 결과, 치유농장 체험 프로

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총 코르티

솔 농도가 프로그램 사전 평균 0.141ug/dL에서 사후 평

균 0.103ug/dL로 0.038ug/dL의 평균 차이(z=-2.858, p < 

.01)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의 위험률 분포 분석 결과, 고위험군이 31.2%로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 현장대응팀의 

직무 특성상 각종 사고, 화재, 인명구조 등 극도로 위험

하고 급박한 환경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초긴장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위험률 분포에서 

고위험군이 일반인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는 높을 수밖에 없

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면담방식

이 아닌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만으로 진단하여 그 한계

가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재검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치유농장 체험 활동 참여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는 각 

3문항 모두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50% 정도로 일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40% 정도 낮게 나

타나 일반 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

다. 또한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충성도와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식물재배 활

동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회복환경지각 정도, 프

로그램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충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가 0.9 이상으로 가장 높

은 정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

족도, 회복환경지각 정도, 식물재배 활동 수준도 정의 상

관을 나타냈으나, 스트레스 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또한 치유농장 체험 활동의 충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에서는 프

로그램 만족도, 연령(20대), 신뢰성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프로그램 만족도

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심리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충

성도, 그리고 치유농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는 일반 대

상자와 비교하여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 코르티솔 농도는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 감소에 생리적 효과가 있

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치유농장 체험 활동에 

따른 재참여의사에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소방공무원 각 개

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심리 치료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치유농장이나 농업을 활

용한, 소방공무원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

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특성상 위험한 현장 노출이 잦은 소방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군보다 심한 신체⋅정서적 스트레

스가 발생 된다고 볼 수 있지만 (WHOQOL group, 1995), 

실제적으로 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소방공무원은 현장 투입 시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상하 간의 팀워크, 위계질서와 같

은 조직 문화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들만의 직무 특

성, 사용하는 언어문화 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치

유농장이나 농업 체험을 통하여 스트레스는 낮추고, 정

서적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치료 및 치유 프

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지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순창 소방공무원들을 표본으로, 

소방공무원의 치유농장 체험에 따른 영향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치유농업법이 통

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치유농장 체험이나 치유농업 활

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치

유농장 체험 활동을 통한 각 지역의 치유농장 활성화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증상 완화 효과는 치유 프로그램 

적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추후 일반화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구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주1) 치유농업(Agro-healing):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유럽 등 국외의 치유농업은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

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을 의미한다. 

본 성과물(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

호: PJ015148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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