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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의속성을가장잘나타내는것이숲이고, 유아들

에게 숲은 자연과 더불어 동식물과 함께 이야기 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활동하는다양한생명들이어울려살

고있는거대한놀이터이자공간이된다. 숲은유아에게

자연의 무안한 지혜를 발견하도록 한다. 바람에 흔들리

는풀소리, 산새들의합장소리, 동식물들의다양한생태

계관찰을통해사계절을느끼도록하여삶을살아가는

데필요한 백과사전의역할을해준다.[9]숲은 생동적이

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아들은 스스로 발견

하며 새로운 발견을감각으로 표현해낼수있는시기로

서 세상이 아름답고 숲이 아름답다는 깨달음은 오감으

로 느끼는 경험을통해유아들을기쁨으로 충만하게한

다. 유아기 인성과 감성 예술적 감각을 갖춘 유아들로

양육하기를희망한다면, 자연의소리를듣게하고, 자연

의 오감체험을 통해 나무와 흙의 내음을 맡게 해야 한

다[15]. 유아기는 신체적사회적발달이왕성하게 이루

어지는시기로서 이시기에는다양한놀이를통해신체

적 발달은 물론자연과더불어공동체의식을자연스럽

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내의 작은 교실 제한된

공간에서의놀이보다는자연과함께유아스스로발견하

여 실행하는 놀이는 계획적으로 주어지는 놀이보다 더

효과적이다[6].

숲에서의 체험과 놀이는 영아기부터 가능하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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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육의 성장이 급속히 발달하는 유아기는 더욱 활발

한 놀이가 시작된다[18], 숲 체험놀이는 유아의 신체운

동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며

전인적발달이이루어지도록돕는다[2]. 그동안숲체험

프로그램에있어서숲체험놀이교육은언어발달, 신체, 

정서, 사회등에효과가있다고보고되고있다. 유아들은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를 경험하며 유아

주도적인 놀이로 사회관계를 증진한다. 숲 체험 프로그

램은유아에게자연친화적인행동과친사회적인태도로

성장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9

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면서 자유로운 놀이에

대한 다향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한 숲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유아

를대상으로 한숲체험놀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적용

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놀이 교육효과

를 알아본 연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6][26][27]

유아의 안전을 우려하여 야외놀이보다 실내놀이에

집중하게 되고 실외놀이나 숲 놀이에 인식은 시작되었

지만다양한야외숲체험놀이실행에대한인식이부족

했기 때문에 숲에서의 위험한 밧줄놀이는 대부분 회피

하고있는실정이다[34]. 자연친화적인놀이를유아기부

터시작하는 것은유아들에게 긍정적인효과를주는것

으로 또다른연구에서는유아기부터숲체험놀이가필

요함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내고있다[15][21]. 국

내 유아교육 현실에 있어서 유아들에게 숲체험 밧줄놀

이는 실질적으로 유아들에게 자신감과 성위감을 주어

긍정효과를볼수있는방법이지만, 다양한연구의부재

로 숲밧줄놀이 체험 놀이교육에 실행이 미흡하였다. 기

존 숲밧줄놀이 체험은 단순한 놀이체험이 대다수이고

신체적 사회적 교육실천과 연결되는 체험과 같은 교육

적인체험에대한고찰은부족한실정이다. 놀이중심교

육과정실천 교육 현실에서 체험학습이 중심이 되는 교

육이안전을감수하며실천하는프로그램으로선택하게

되기는 어려 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숲밧줄놀이는 삶을

살아데 필요한 자기조절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극복

하고자신의의지대로 선택하여 자신감과 성공감을 느

끼는 유아의모습을볼때숲밧줄놀이의중요성이필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들의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을형성하는되필요한숲밧줄놀이가수행되기위해

서는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숲체험 밧줄놀이활동이 유아

의변화와부모의인식에미치는영향력을밝혀학제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대전시 소재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재원중인유아중숲체험학교에입학한학부

모 286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안내문과 전화로

통지하여 사전동의 후 2021년 4월2일 가정으로 보내어

4월9일 모두 회수하여 그중 불충실한 설문 3부를 제하

고 나머지 283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숲체험 후 자녀변화

에 관한설문및숲체험밧줄놀이효과에대한학부모들

의 인식, 밧줄놀이와 미세먼지 위험정도에 대한 학부모

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11][32]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숲유치원에대한부모및교사의인식과요구에관한연

구[21], 자연친화적인 실외활동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인식과실태파악연구[8], ‘미세먼지에대한인식’에관련

된연구, 황사, 미세먼지프로그램개발과관련된선행연

구[11][32]의설문지를 토대로 본연구의취지에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은 ‘1. 자녀가 숲놀이

활동을나갈때에는원에대한믿음으로맡겨준다, 2. 미

세먼지가 보통수준까지는 숲에서 놀이 활동을 해도 괜

찮다고생각한다’두가지항목의 5점척도로학부모의인

식을 측정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연구는다음과같은절차를통해분석을실시하였

다. 분석은 SPSS 23.0(for Windows)으로구현되었다. 첫

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밧줄놀이효과, 미세먼지염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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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험 활동후 자녀변화의 평균, 표준편차를 파악하였

다. 셋째, 본연구의주요변수들에대한내적일관성척

도(measurement)로써 Cronbach's alpha를 적용하였고

넷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밧줄놀이효과 및 미세먼

지염려와 독립변수인 숲체험 활동후 자녀변화 간의 관

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상

관관계를 측정하였다. 

3. 분석결과

3.1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특성을알아보기위해 다음과 같이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1>  주요 변수의 특성

3.2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밧줄놀이효과와의 상관관계는 r=.553, 미세

먼저염려 r=.454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 **, 상관관계가 0.01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3.3 숲체험 후 자녀 변화와 숲체험 놀이에 관

한 부모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부모의 인식 정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회귀분석을실시하

였다.

1)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가 밧줄놀이 효

과에 대한 부모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가 밧줄놀이효과에 미치

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표 >.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F값은

123.952(P<.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형으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설명력도 30.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밧줄놀이효과에 대한 부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영향분석에서숲체험활동 후자녀변화의영향

력을 살펴본 결과, B=.493(p<0.001)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변화 정도는 밧줄놀이 효과에 대한 부모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가 미세먼지염려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숲체험놀이가미세먼지에대해안전하다는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가

미세먼지 염려에 대한부모의인식에미치는영향을분

석하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표 >. 먼저회귀모

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F값은 72.760(P<.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밧줄놀이
검사

283 2.00 5.00 4.39 .573

미세먼지
염려

283 2.00 5.00 4.39 .573

숲체험 
활동후 

자녀변화
283 2.00 5.00 4.39 .573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23
8 .195 　 11.481 .000

숲체험 
활동후 

자녀변화
.493 .044 .553 11.133 .000

R2 .306

F(p) 123.952(.000)

<표 3>  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가 밧줄놀이효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밧줄놀이
효과

미세먼지
염려

활동후
자녀변화

미세먼지
염려

.546** 1

숲체험 활동후
자녀변화

.546** .4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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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도 20.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염려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영향

을미치는영향분석에서숲체험활동후자녀변화의영

향력을살펴본결과, B=.372(p<0.001)으로나타났다. 즉, 

자녀변화가 미세먼지에 대한 슾놀이 활동의 부모의 인

식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4. 결론

4.1 요약 및 결과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주요변수의 특성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밧줄놀이효과는 평균

4.39(SD=.573), 미세먼지염려의 평균은 4.53(SD=527)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는 평

균 4.36(SD=.643)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수인밧줄놀이효과및미세먼지염려에

대한 학부모인식정도와독립변수인 숲체험 활동후자

녀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밧줄놀이 효과와의

상관관계는 r=.553, 미세먼지 염려 r=.454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밧줄놀이효과에영향을미치는영향분석에서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B=.493(p<0.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숲체험 활동에 관한 밧줄놀이 체

험에대한인식은긍정적이며, 교육적효과에대한인식

이 높은결과에따라 숲체험 활동과 미세먼지를연결하

여 부정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결과는숲체험밧줄놀이활동에서 유아숲체험

활동과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

인 인식으로 변함에 따라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숲체험

놀이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4.2 시사점 및 결론

이상의 결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숲체험 밧줄놀이 활동 후 자녀의 변화 효과에

대한부모의인식에미치는 영향은 매우긍정적으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숲체험 활동 후 자

녀의 변화가 미세먼지 염려에 대한 부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숲체험 놀이 활동 후 자녀변화의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숲체험밧줄놀이가자녀의행동, 의식, 

신체발달에긍정적인변화를주는 기제임과동시숲체

험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미세먼지 염려에 대한 인식전

환에도움을주는놀이에대한교육적기제임을확인시

켜준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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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숲놀이교육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909 ,192 15,155 ,000

숲체험 
활동후 

자녀변화
,372 ,044 ,454 8,530 ,000

R2 .306

F(p) 123.952(.000)

<표 4>  숲체험 활동 후 자녀변화가 

밧줄놀이효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