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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nature as exosystem environment on connectedness to nature and self-concept among 
elementary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184 male and 170 female students, who were 5th grade in four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Korean urban. Four school(A, B, C, D) have diverse characteristics based on level of openness and accessibility to nature. D school 
which is palace with various trees/plants, but bad level of openness and accessibility, had high scores in connectedness to nature and 
self-concept. However, B school(high level of openness and accessibility) and C school(little high level of openness and accessibility) 
had significantly correlation between connectedness to nature and self-concept) except A school and D school. This suggests that nearby 
nature as exosystem environment can influence well-being and health of element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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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

나 도시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이용·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수도권 내 도시계

획정책에는 주거, 상업 등 개발용지의 면적을 줄이되 층고를 높임

으로써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근린공원이 마련되는 것도 아동의 건강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아동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이점은 스트레스와 피로집중으로부터 회복, 신체활동

량 증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최적의 발달수준 자극, 자아감(자
아개념, 자아인식, 자아존중, 자아통제감 등) 증진 등이 포함된다

(Mayer and Frantz, 2009). 또한 자연환경과 자연환경 이점 사이

에는 자연연계감이라는 매개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연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연계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여러 가지 이

점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Frantz et al., 2005). 
이러한 자연과 아동의 건강 간의 연계성은 생태학 이론에 근거하

여 설명할 수 있다. 생태학 이론에 의하면, 자연을 직접 활용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교적 간접적이라 할 수 있는 미시체계 상위의 

자연환경이 가지는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Mitten, 2009). 
Brofenbrenner의 생태학 이론에 근거할 때 인간은 위계적인 생

태학적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위계적인 생태학

적 환경이란 ① 가정, 학교, 육아시설 등과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미시체계(microsystem), ② 학교와 또래집

단과 같이 개인이 적극적으로 직접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환경간

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중간체계(mesosystem), ③ 지역사회 등

과 같이 직접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체계(exosystem), ④ 문화, 국가정책 등과 같이 기본적인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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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rofenbrenner's ecological model(1979).

A

Fig. 2. Circumference site map of A elementary school.

B

 Fig. 3. Circumference site map of B elementary school

C

Fig. 4. Circumference site map of C elementary school

D

Fig. 5. Circumference site map of D elementary school

및 이념 수준의 거시체계(macrosystem)를 말한다. 
이 중 외체계는 지역의 구조 및 속성을 포함하게 되는데 미시체

계와 같이 현재의 일차적 환경이기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환경이므

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계이다

(Berk, 2000).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 중 학교에 근접한 지

역사회 내 자연환경은 초등학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

다(Sherer, 2006). 특히 시각적 혹은 물리적 접근성이 높을수록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연과의 상호성 수준은 높아지

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Kuo, 2010). 
이처럼 자연에 의한 영향을 설명할 때 시각적 혹은 물리적 접근성

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각적 혹은 물리적 접근성이란 

단어 그대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다가가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연의 개방성 및 접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Kaplan and Kaplan(1989)은 자연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

조하였고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구조적인 놀이활동을 통해 아

동의 건강과 발달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 이론에 근거하여 외체계에 해당되는 

학교주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개방성 및 접근성 정도에 따라 초

등학생이 인식하는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을 조사하고자 한

다. 또한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Fig. 1).  

Ⅱ. 연구 방법

1. 학교 선정

본 연구는 학교 주변에 자연환경이 위치하는 초등학교 4곳에 재

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교는 동질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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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 of openness/accessibility to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nature 
nearby schools.

School Levela of openness/
accessibility to nature Characteristics of nature

A little low high-altitude and big mountain 

B high green and park with playground

C little high low-altitude and small mountain

D low palace with various trees/plants
 ahigh, little high, little low, low 

위해 수도권 내 공립초등학교 중에서 편의추출하였다. 4곳의 초등

학교는 모두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은 대

부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그러나 주

변에 위치한 자연환경의 특성은 다르다. A학교는 신도시에 위치하

는 학교로 뒤편에 비교적 높고 큰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방향

으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Fig. 2). B학교는 학교 주변에 놀이

터, 광장 등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비교적 넓은 

녹지공원이 위치하는 특성을 가진다(Fig. 3). C학교는 학교 주변에 

낮고 작은 산이 위치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

설 및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Fig. 4). D학교

는 녹지면적과 다양한 초목이 포함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지

만 다른 자연환경과 달리 궁이기 때문에 출입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Fig. 5, Table 1). 

2.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해 선정된 총 4곳의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8
월에서 12월까지였다. 우선 선정된 해당 학교에 공문을 통해 연구

의 취지와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학교장과 교사들로부터 연구 참여 

협조를 구하였다. 각 학교당 5학년 3개 반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담

임교사의 협조 하에 반 전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및 내용을 구두

로 설명하였다. 서면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설문지

에 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59부로 모두 분

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초등학생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수준의 자가 보고식 반구조화된 질문지였다. 설문지에는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형태, 환경관련교육 경험여부, 거주지형

태)에 관한 5문항, 자연과의 연계성 측정을 위한 14문항, 자아개념 

측정을 위한 15문항이 포함되었다. 

1) 자연과의 연계성

자연과의 연계성은 Mayer and Frantz(2004)가 개발한 Con-
nectedness to Nature Scale(CN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NS
는 자연과 자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즉 전체 자연에 자아가 

부분으로써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역
코딩 문항으로는 ‘나는 가끔 자연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자연 생명체에서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은 자연세계의 행복과 관련이 없다’, 총 3문항이었다.  
CNS는 자가 보고식 도구로 총 14문항, 5점 Likert 척도(전혀그

렇지 않다-1점, 약간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거의그렇다-4
점, 매우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까

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연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원도구를 번안하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3이었다. 

2)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Hare(1980)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을 

Kelley(1997)가 단축형으로 재구성한 도구(Self-Concept Scale, 
SCS)를 사용하였다. Hare(1980)의 원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총 

10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Kelley(1997)의 단축형 도

구는 하부영역 중 친구(peer), 학교(school), 가정(home) 세 영역

에서 각 6문항씩 발췌하여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은 세 문항을 삭제하여 총 15문항을 사

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에 대한 신뢰, 자신감, 존중의 개념

이 확실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4이었다. 

4. 자료 분석

전산 입력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다. 학교 특

성은 서술적 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으로 살펴보았고, 네 학교

(A, B, C, D)의 자연과의 연계성 및 자아개념의 평균비교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 간 상관관계는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와 인구사회학적 변수(학교, 성별, 환경교육, 거주지형태)를 통제

한 Partial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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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differences of CNS and SCS by  gender,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residence type.

N
CNS SCS

M SD t/F M SD t/F
Gender

Male 184 3.24 .54
.63

3.30 .44
-1.96

Female 170 3.20 .46 3.39 .42
School

A 95 3.12 .49

3.36*

3.21 .41

9.25***
B 96 3.26 .46 3.33 .42
C 89 3.13 .52 3.35 .39
D 79 3.35 .51 3.55 .46

Environmental education
Yes 256 3.27 .48

3.37**
3.37 .44

1.74
No 96 3.07 .54 3.28 .42

Residence type
APT 297 3.22 .52

-.23
3.35 .43

.01
House 23 3.25 .48 3.35 .42
Total 359 3.22 .50 3.35 .43

CNS(Connectedness to Nature Scale), SCS(Self-Concept Scale)
M(Mean), SD(Standard Deviation), t/F(t score in independent t-test/F 
score in ANOVA analysis) 
***p＜.001, ** p＜.01, *p＜.0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NS and SCS by schools.

SCS
A school B school C school D school Total

CNS .18 .48*** .37*** .22 .34***

CNSab .13a .50***a .36**a .19a .30***b

CNS(Connectedness to Nature Scale), SCS(Self-Concept Scale)
***p＜.001,**p＜.01
aPartialling out the effects of gender, environment education, residence 
type
bPartialling out the effects of gender, environment education, residence 
type, school

Ⅲ. 결과 및 고찰

1. 자연과의 연계성(CNS)과 자아개념(SCS)의 평균값 비교

본 연구대상자의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Table 2와 같다. 자연과의 연계성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t=.63, p＞.05), 학교별 비교에서는 D학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

(3.35±.51)을 보여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36, 
p＜.05). 환경관련교육을 받은 집단의 평균값은 3.27±.48로 교육

을 받지 않은 집단의 평균값 3.07±.54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간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37, p＜.01). 거주지형태에 따

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23, p＞.05). 
자아개념은 남녀 차이는 없었고(t=-1.96, p＞.05), 학교별 비교

에서는 D학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3.55±.46)을 보여 집단 간 통

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25, p＜.001). 환경관련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t=1.74, p＞.05), 거주지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t=.01, p＞.05). 
Table 2의 결과에 따르면,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에서 학

교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교 주변 자연환경의 특성이 두 변수

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학교의 경우 자연과의 연계성

과 자아개념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이는 D학교가 다른 세 학교

와 달리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학교로 가정, 학교, 이웃 등이 포함되

는 미시체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 주변 자연환경 특성과 환경관련교육 경

험이 자연과의 연계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논문결과와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Munoz (2009) 연구에서도 자연환경 내에 놀이공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접근성이 좋거나, 교육과정에 자연관련 교육이 포함된 경

우 신체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궁 담벼락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나무들이 위치하는 D학교의 경

우 다른 학교에 비해 자연의 개방성 및 물리적 접근성은 떨어지지

만 시각적으로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특성으로 때문에 자연과의 

연계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도심 속 아동의 경우 자

연을 직접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 오감으로 자연을 체험하며 놀이

감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자연적 요소를 바라보는 그 자체

만으로도 아동의 자아통제감과 자아조절감이 향상될 수 있다

(Taylor et al., 2001). 

2.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간 상관관계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과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를 통해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

다. 관련변수 통제 전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계수와 

관련변수 통제 후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계수는 비

슷하게 나타났다. 통제 전후 모두 B학교와 C학교에서 통계적 유의

한 상관계수를 보였다. B학교의 경우는 관련 변수 통제 후 상관계

수가 .48(p＜.001)에서 .50(p＜.001)으로 상승된 값을 보였고, 반
면 C학교의 경우는 .37(p＜.001)에서 .36(p＜.01)으로 유의수준

과 상관계수 모두 감소된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 통제없이 기본구조로만 분석하였다. 기본구조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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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이 자연환경과 개념적 관련성

이 큰 변수이고 추상성이 높은 기본적 인지수준의 개념이기 때문이

다. 단, 관련변수는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에 근본적으로 영

향을 주는 변수로 제한하였다. 환경관련교육은 자연과의 연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

였고, 거주지형태 역시 주택내 정원 등과 같이 미시체계 수준의 자

연 노출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관련변수로 통제되었다. 
Table 3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두 변수간

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통제 전후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다. 학교별 비교를 했을 때 B학교와 C학교에서만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두 학교가 가지는 주변 자연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자연환경의 개방성과 접근성에 근거할 때 B학교와 C학

교는 다른 두 학교에 비해 비교적 시각적 또는 물리적 접근성이 좋

은 편이다. B학교는 도시형 녹지공원이 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서 4곳 중 개방성 및 접근성은 가장 좋은 곳이다. C학교도 학교 주변

에 낮은 뒷산이 위치하고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방성 및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개방성 및 접근성이 높은 두 학교에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난 것은 자연과 아동 인지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해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 중에서도 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종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Mowen, 2010). 성인과 달리 아동은 자

연을 직접 체험하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관상용 자연환경보다

는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선호한다. B학교는 아동이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많은 도시형 녹지공원이기 때문에 자연

과 좀 더 가깝다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계획된 자연환경이므로 안

전성도 확보되었으므로 이용 시 불편함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형 녹지공원은 기본적인 자연환경은 물론 다양한 자연적 

요소가 가미된 놀이 및 체험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경우 매일, 쉽게, 재밌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도시에서

는 활용가치가 높은 자연형태이다(Taylor et al., 1998). 
Maller et al. (2009)은 도시형 녹지공원의 장점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레져나 레크리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꼽았다. 또한 자연 

그 자체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놀이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유익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형 녹지공원에서 

할 수 있는 놀이활동, 이를테면 나무에 붙어있는 곤충 관찰, 나무 올

라타기, 꽃으로 머리 장식하기, 돌 모으기 등의 활동은 자연이 아동

에게는 무한의 놀이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도가 높고 큰 산이 위치하는 A학교의 경우 초등학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과의 연계성 점수도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D학

교의 경우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의 평균값은 높은 편이나 두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은 주변의 자연환경이 문화재

인 궁이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특성이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요컨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록 학교 내 자연환경은 아

니지만 시각적 또는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 역

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

에 따라 잔디와 같은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운동장, 다양한 수목

으로 에워싸인 학교 주변,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접
근성이 높은 녹지공원 등 모든 자연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의 초등학생이 좀 더 자연과 연계

되고 인지적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개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형 녹색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Ⅳ. 적요

본 연구는 생태학 이론에 근거하여 외체계에 해당되는 학교주변

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개방성 및 접근성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의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5학년 359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초등학교 4곳은 모두 도심 속 국공립 

초등학교로 학교 주변으로 개방성 및 접근성 정도가 다른 자연환경

을 가지고 있다. A학교는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B학교는 근접

한 곳에 도시형 녹지공원이 위치하고, C학교는 뒤편으로 낮고 작은 

산이 위치하고, D학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궁으로 둘러싸여 있

다. 측정도구로는 Mayer and Frantz(2004)의 자연과의 연계성과 

Kelley(1998)의 자아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연과의 연

계성과 자아개념은 D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자연과의 

연계성 3.35±.51, 자아개념 3.55±.46), 초등학교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점수차이를 보였다(자연과의 연계성 F=3.36*, 자아

개념 F=9.25***).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는 B학교(r=.48***)와 C학교(r=.37***)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인 성별, 환경관련교육 경험여부, 
거주지형태를 통제한 부분 상관관계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

다. 학교 구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4***). 자연환경의 개방성과 접근성 정도

가 비교적 좋은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의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록 학교 내 

자연환경은 아니지만 외체계로써 시각적 또는 물리적 접근이 가능

한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 역시 아동이 자연과 연계된다고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

다. 학령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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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발달적 과업 성취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학교

환경은 물론 학교주변 자연환경 역시 중요한 물리적 환경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주변 자연환경은 자

연 개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생태학적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체계와 관련된 변

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편의추출에 의한 자료수집 역시 본 연구

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자연과의 연계성과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 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변

수추가에 따른 다각적인 연구방법(종단적 연구, 중재연구, 다변량

분석 등)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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