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인테리어 주거공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효과 분석

유은하 ･ 장혜숙* ･ 김광진 ･ 정현환 ･ 김윤정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Effect of Green Interior Home on Emotional Psychology of Human
Eunha Yoo, Hye Sook Jang*, Kwang Jin Kim, Hyun Hwan Jung and Yun Jeong Kim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Wanju-gun 565-852,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effect of place of green-healing using by green interior plant surveyed with 
112 subjects. The measurement of psychology has been investigated with the method of Attention restoration, profile of mood states: 
POMS and Semantic differential scale.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data has been processed with one-way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on general understanding of green interi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and type 
of plants we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80.93 percent of participants expected the cost of installation under 
2,000,000 Won and 81 percent chose the range of maintenance fee of 100,000~500,000 Won.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ree 
types of psychological index, high proportion of the participants answered ‘Strongly Agree’ for the measurement of attention restoration. 
As the result sorting by the occupation, house wives had higher rate of attention restoration than office workers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jobs. In the examination of feeling condition, tension- anxiety, depression, anger-hostility, fatigue and 
confusion were low whereas vigor was high as a trend. Furthermore, from the investigation for the emotion in regards to the space of 
green-healing by green interior plant with the method of Standard Deviation, ‘Pleasant’, ‘Natural’ and ‘Calm’ has range of high score 
significantly.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correlation for three types of emotional words, it was significantly high for all of emotions in 
the place of green interior.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effect from green interior, more than 
94% of respondents showed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effect of air cleaning,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pontaneous cure. The result that was showed from a correlation analysis within the questionnaires of effect of green interior, “Green 
interior improve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Green interior improves effect of air cleaning” showed the highest defined correlation 
with 0.818. As the result of this study, green interior is expected to provide the positive effect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ease nega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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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거공간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가족구성원

이 살아가는 사회적 ‧ 정서적 공간으로, 심리적 ‧ 문화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Lee, 1994). 현대의 주거공간은 어느 공간보다도 기본
적인 기능인 식사, 수면, 휴식 외에 안락함과 쾌적함 등 2차적 기능
이 충족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다(Park, 2004). 우리나
라 1인당 녹지면적은 6m²이하로 세계식량농업기구 권고 최저기준
인 9m²에 못 미치고 있으며(Yonhap news, 2005; The 

Construction Economic Daily, 2013), 국민들은 도시화와 함께 
녹지공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실내공간도 새집증후군 등 건강
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상실감, 소외감 등의 사회적 문제
도 심각한 수준이다(OECD, 2011). 사람들은 자연속에서 주로 녹
색식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Kim, 1998; Oishi et al., 1996).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미국의 월
드트레이드센터가 공격당한 바로 그 다음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
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했다(Lazaroff, 2002). 이처럼 식물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거주자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감 
및 평온감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준다(Shibata and 
Suzuki, 2002). 즉, 녹색공간의 양과 주거공간과의 거리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Van den Berg et al., 2010). 
이러한 식물의 기능성을 활용, 실내공간 인테리어의 주된 재료로 



그린인테리어 주거공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효과 분석

250

Fig. 1. The green interior home used in the experiment. A, B, C: Living room; D: Kitchen room; E, F: Studying room; G: Bed room; H: Veranda.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증진시키
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의 기능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그린
인테리어1)’, ‘그린힐링2)오피스’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통용되고 있
다. ‘그린인테리어’는 공기질과 미적환경 개선 효과를 위해 일정량
의 식물을 사용하여 장식요소에 의해 배치하여 꾸미는 행위 및 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식재 도입뿐만 아니라 식물을 재료로 
디자인을 겸한 자연친화적 웰빙인테리어를 그린인테리어라고 정
의하기도 한다(Kim and Han, 2007).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식물
의 양은 부피대비 2%, 면적대비 5%가 가정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
다(Hwankyungilbo, 2014). 이러한 그린인테리어를 활용하여 꾸
며진 사무실을 일컬어 ‘그린힐링오피스’라고 한다(Jang et al., 2014).

본 연구는 실내식물을 이용하여 건강한 주거 환경조성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였다. 식물로 꾸며진 실내주거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주의회복척도, 기분상태 및 
어의구별척도로 파악하여, 식물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와 식물관
련 산업 종사자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디자인 
활용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업군에 따른 
심리적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여 주거공간에서의 식물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3).

1) 그린인테리어 : 공기정화 식물을 공간의 부피대비 2%로 투입, 원예장식기술
을 이용하여 만든 장식물(http://www.nihhs. go.kr). 

2) 그린힐링: 식물의 공기정화 기능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건강에 대한 안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숲 속처럼 상쾌하고 식물
의 잎의 녹색으로 시각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http://www. 
nihhs.go.kr) 

3)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PJ010210022015)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임. 

Ⅱ. 연구방법
1. 설문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그린인테리어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과 접근 경험을 가지고 있는(10년 이상 화훼장식 활동가, 
원예 전공자, 화훼장식 입문자 등) 관련자와 일반인 총 115명을 대
상으로 49.6m2규모의 모형주택내 설치한 그린인테리어 주거공간
을 보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Fig. 1) 설문 응답자 115명 중 
부적절한 답변을 한 3건을 제외한 11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전문가 54.1%, 비전
문가 45.9%, 연령층은 50대 33.3%, 40대 22.6%, 30대 18.0%, 20
대 15.3%, 60대 이상 10.8% 순이었고, 직업은 전문직 30.9%, 주
부 18.2%, 기타 17.3%, 회사원 14.5%, 자영업 10.0%, 학생 9.1%
순이었다. 또한 소득 정도는 500만원 이상 25.5%, 200-299만 
19.1%, 100만원 미만 17.3%, 300-399만 14.5%, 100-199만원 
12.7%, 400만원-499만 10.9%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항목의 구성 
설문조사 항목은 그린인테리어에 대한 인식, 심리적 효과, 그리

고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린인테리어 치유효과에 대해서는 
Kim(2012)이 사용한 산림치유의효과 척도를 그린인테리어의 상
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Cronbach’s α= 
0.8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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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ortance factor when construct green interior.

Table 1. Attention recovery scale for the study.

No. Item
1 It seems to be clam down in here.
2 It seems to recover the energy in here.
3 It seems to re-discover myself in here.
4 It seems to be relax in here.
5 It seems to be re-organizing the thoughts in here.
6 It seems to disremember everything in here.
7 It seems to recover the concentration in here.

zAttention recovery scale: 7=extremely so ~ 1=extremely not.

3. 평가도구
심리실험의 평가도구로서 주의회복척도,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와 어의구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법)을 이용하였다

1) 주의회복척도(attention restoration)
주의회복이 잘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은 자연환경이며(Kaplan 

and Kaplan, 1989), 이러한 자연환경은 정신적 회복경험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ichardson et al., 2013). 또한 주의회
복이론에서 도시환경보다 자연적 요소가 우세한 자연환경에서 회
복환경적 특성이 더 나타났다(Herzog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의회복척도 문항은 Staats et al.(2003)의 문항을 번안한 
Lee(2011)의 주의회복척도 7문항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Cronbach’s α= 0.950로 나타났다.

2)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
기분상태검사(이하POMS)는 인간의 기분 또는 주관적 감정 상

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환경에 의한 영향, 인간관계의 영향에 의
한 정신건강상태의 전반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 널리 사용
되어 왔다(Kim, 2012; Kim and Yun, 1998; Park, 2010). POMS
는 질문을 통하여 응답자의 기분을 긴장－불안, 우울, 분노, 피로, 
혼란, 활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며, 종합감정장해(TMD: 
total meed disturbance)점수는 긴장－불안, 우울, 분노, 피로, 혼
란 값을 합한 후 활력요인 점수를 뺀 종합의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McNair and Lorr, 
1964). 본 연구에서는 30항목의 단축판 POMS을 이용하여 5점 척
도로 피험자의 기분상태를 검사하였다(Kim, 2012; Park, 2010). 
본 연구의 Cronbach’s α= 0.885로 나타났다.

3)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D)
어의구별척도법(이하 SD법)은 감성형용사 언어나 요인분석에 

의해 나타난 대표 감성 요인과의 관계를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정량화하기 힘든 요소인 경관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
용되고 있다(Jo, 2008; Kim, 2012; Park, 2010). 본 연구에서는 경
관평가용 이미지형용사(Im, 2009)와 식물에 관계될 수 있는 3쌍의 
감성어휘 ‘쾌적－불쾌,’ ‘자연－인공,’ ‘진정－불안’을 이용하여 
7점 척도(매우 부정 -3; 매우 긍정 3)로 나누고, 미국의 심리학자 
Osgood(1969)과 Osgood et al.(1957)에 의해 제안된 감정평가나 
경관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D(semantic differential) 스케
일법을 제시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Kim, 2012; Park, 
2010).

4)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sion 12.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다. 주의회복척도, 기분상태검사, 어의구별척도는 일원배치분
산분석, 그린인테리어 심리적 효과간의 상관관계, 그린인테리어의 
심리적 효과와 감성어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 그
리고 일반사항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그린인테리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

그린인테리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린인
테리어 조성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관디자인 41.41%, 
식물의 종류 31.31%로 높게 나타났고(Fig. 2), 설치 투자비용은 
200만원 미만이 80.93%로 나타났으며(Fig. 3), 건강증진을 위하
여 그린인테리어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험이 있다 
54%, 없다 46%로 경험 유무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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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attention restoration affected by the occupation in green interior home.

Itemz Occupation
F p

House wife Own business Special business Student Salary man Others
A 6.30±0.97by 6.18±1.32b 6.26±9.31b 5.60±1.17ab 4.75±1.29a 6.31±0.94b 5.825 .000
B 6.10±1.25a 5.81±1.25a 6.11±1.00a 5.80±1.36a 5.06±1.34a 6.15±1.06a 2.206 .059
C 5.70±1.34a 5.45±1.36a 5.76±1.43a 4.80±1.61a 4.12±1.78a 5.52±1.61a 3.315 .011
D 6.15±1.13a 6.00±1.18a 6.00±1.07a 5.50±1.58a 4.75±1.57a 5.84±1.16a 2.946 .016
E 6.15±1.08b 5.36±1.62ab 5.76±1.28ab 5.40±1.42ab 4.31±1.49a 5.78±1.27ab 3.948 .003
F 5.80±1.36b 5.00±1.34ab 5.41±1.59ab 4.50±1.77ab 3.75±1.34a 5.21±1.65ab 3.967 .002
G 6.25±1.06b 5.45±1.21ab 5.67±1.31ab 5.00±1.69ab 4.62±1.45a 5.73±1.28ab 3.191 .010

zAttention recovery scale : 7=extremely so ~ 1= extremely not. A: ‘It seems to be clam down in here’; B: ‘It seems to recover the energy in here’; C: 
‘It seems to re-discover myself in here’; D: ‘It seems to be relax in here’; E: ‘It seems to be re-organizing the thoughts in here’; F: ‘It seems to disremember 
everything in here’; G: ‘It seems to recover the concentration in here’.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P≤0.05). 
Significant at P<0.05 by repeated-measures ANOVA. Mean ± standard deviation(n = 112).

Fig. 3. Possible investment to the cost when construct green interior. A: Under 
1 million won, B: Under 2 million won, C: Under 3 million won, D: Under 
4 million won, E: Under 5 million won, F: Over 5 million won.

Fig. 4. Experience existence and nonexistence for an investment on green 
interior for the promotion of health(A) and possible amount of investment 
on maintenance(B). B: WA: Under 100,000 won; WB: 100,000-490,000 
won; WC: 500,000-990,000; WD: 1 million-under 2 million won.

났다(Fig. 4).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유지관리비는 10만원 
미만이 52%, 10~49만원 29%, 50~99만원 14%, 100~199만원 
5%로 순으로 나타났다(Fig. 4).

2. 그린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심리적 변화
1) 주의회복척도(attention restoration)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을 활용한 주거 공간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의회복척도를 알아본 결과, 일곱 문항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이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47.3%)’와 ‘이곳
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 같다(44.6%)’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을 배치함으로써 휴식 및 재충전과 관련이 
있는 주의회복력 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의회복척도를 도
시, 옥상정원, 숲의 경관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도시보다는 숲과 
옥상정원에서 주의회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Lee(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치유의 숲’의 회복환경지각을 통한 
주의회복력은 치유프로그램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Kim(2015)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의회복력에 대한 직업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Table 2), 그린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주거공간의 경우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회사
원보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주부들의 주의회복력이 더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사무실 주변의 
도시림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일
하는 직장인보다 직무만족도는 더 높았고, 직무스트레스는 덜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Shin(2007)의 연구와 같이 회사원들의 주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의 이용은 유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주의회복척도의 각 문항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3), 
대부분 각 문항간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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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fference of change on profile of mood states (POMS).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questions about the scale of attention restoration for green interior home.

Itemz A B C D E F G
A 1
B .832** 1
C .773** .779** 1
D .722** .760** .811** 1
E .654** .658** .774** .799** 1
F .578** .669** .776** .729** .782** 1
G .697** .651** .759** .783** .751** .776** 1

zAttention recovery scale : 7=extremely so ~ 1= extremely not. A: ‘It seems to be clam down in here’; B: ‘It seems to recover the energy in here’; C: 
‘It seems to re-discover myself in here’; D: ‘It seems to be relax in here’; E: ‘It seems to be re-organizing the thoughts in here’; F: ‘It seems to disremember 
everything in here’; G: ‘It seems to recover the concentration in here’.

*, **significant at P= 0.05 or 0.001, respectively(n = 112).

Table 4. Difference of psychological tension, depression, anger, tiredness, confusion and vitality depending on occupation using profile of mood states (POMS) of 
green interior home.

Item
Occupation

F p
House wife Own

business
Special
business Student Salary man Others

Tension-anxiety 0.05±0.11az 0.13±0.26a 0.31±0.48a 0.00±0.00a 0.43±0.65a 0.32±0.49a 2.566 0.031
Depression 0.50±0.20a 0.24±0.33a 0.23±0.46a 0.04±0.13a 0.45±0.77a 0.07±0.19a 2.220 0.058

Anger-hostility 0.05±0.16a 0.25±0.46a 0.18±0.45a 0.06±0.19a 0.40±0.64a 0.12±0.32a 1.648 0.154
Fatigue 0.09±0.23a 0.13±0.18a 0.24±0.47a 0.12±0.27a 0.81±0.99b 0.23±0.31a 4.741 0.001

Confusion 0.63±0.37a 0.80±0.32a 0.72±0.42a 0.54±0.33a 0.95±0.67a 0.65±0.30a 1.641 0.156
Vigor 2.19±1.27a 2.15±1.04a 2.25±1.00a 2.44±0.89a 1.73±0.90a 2.12±1.10a 0.744 0.592

Total moos disturbanc -1.31±1.05a -0.60±1.81ab -0.58±2.40ab -1.68±0.96a 1.31±3.39b -0.72±1.81ab 3.455 0.006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P≤0.05). 
Significant at P<0.05 by repeated-measures ANOVA. Mean±standard deviation(n = 112).
4=extremely so, 3=fairly so 2=so, 1= not so, 0=extremely not.

의하였다. 특히‘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 같다’와 
‘이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문항간 0.832
의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이곳에 있으면 마음
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이‘이곳에 있으면 에
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을 장식한 주거공간에서의 심리 변화를 

POMS에 의한 심리적 긴장－불안, 우울, 분노, 피로, 혼란, 그리고 
활력의 값을 5점 척도(느끼지 않는다 0점, 매우 그렇게 느낀다 4점)
로 알아본 결과(Fig. 5), 긴장－불안(0.229), 우울(0.184), 분노
(0.171), 피로(0.268), 혼란(0.714)의 감정은 0.2~0.7점 정도로 낮
게, 활력은 2.2점 이상의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녹색계의 관
엽식물이나, 분화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상태에서 피곤, 분

노, 불안 등을 사람에 따라서는 낮출 수 있었다는 Kim(2012)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 도시보다 숲을 산책할 때 우울, 
분노, 피로 그리고 혼란과 같은 감정이 유의하게 더 낮아졌다는 
Park(201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특히 
기분상태검사를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Table 4), 그린인테리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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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words for green interior home. 

Variance Pleasant Natural Calm
Pleasant 1
Natural .616** 1
Calm .640** .738** 1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n = 112).

Table 6. Correlation between questions about the cure effect of green interior.

Vz Ay B C D E

A 1

B .469** 1

C .688** .646** 1

D .818** .516** .696** 1

E .646** .573** .644** .653** 1
zV: Variance; A: Green interior improves effect of air cleaning.; B: 
Green interior can cure an atopic dermatitis.; C: Green interior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ident.; D: Green interior improves 
psychological stability.; E: Green interior improves a spontaneous cure.

yEffect of green interior:4=extremely so, 3=so, 2=not so, 1= extremely 
not.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n = 112). 

Table 7. Correlation between the cure effect and emotional word of green 
interior.

Variance Az B C D E

Pleasanty .263** .183 .258** .247** .302**

Natural .324** .213* .358** .260** .345**

Clam .383** .329** .450** .378** .363**

zA: Green interior improves effect of air cleaning.; B: Green interior can 
cure an atopic dermatitis.; C: Green interior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ident.; D: Green interior improves psychological stability.; E: 
Green interior improves a spontaneous cure.

yEffect of green interior:-3=Very unpleasant; 3=Very pleasant.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n = 112).

물을 배치한 주거공간을 보고 느낀 응답자 중 ‘피로’에서 주부, 학
생과 회사원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주의회복력 
효과에서와 유사한 경향으로 주부나 학생보다 회사원이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OMS에 의한 종합감정장해의 
결과, 학생과 주부보다 회사원이 가장 종합감정장해 점수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군보다 회사원의 기분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법)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을 배치한 주거공간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

는 영향을 어의구별척도(간이 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법)
로 알아본 결과, ‘쾌적감, 자연감, 진정감’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꽤 쾌적한’, ‘꽤 진정되
는’이 42.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쾌적감(불쾌한－쾌적
한), 자연감(인공적인－자연적인), 진정감(흥분되는－진정되는)
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5), ‘쾌적감, 자연감, 진정
감’ 모든 감정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중‘진정
감’과 ‘자연감’과는 응답간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그린인테리어 환경이 주의회복력이나 기분상태검사 
결과와 같이 쾌적감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숲과 도심을 산책한 후 쾌적함, 자연감, 진정감을 측정한 결과 도시
보다 숲길을 산책한 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었다는 Park(2010)
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수목원의 소나무 숲과 연못이 있는 공간
을 산책하면서 도시보다 쾌적함, 자연감, 진정감, 편안함, 그리고 친
근감 등 순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Lee et al.(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3. 그린인테리어 치유 효과의 문항간 상관관계
그린인테리어 치유효과의 문항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Table 6), ‘그린인테리어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높여준다’고 응답
한 사람들은‘그린인테리어는 공기정화효과를 높여준다’는 문항과 
0.81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그린인테리어는 거주자
들의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문항과도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0.69). 이러한 결과는 그린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실

내 주거공간의 경우 공기정화 기능과 같은 환경개선 기능뿐만 아니
라 심리적 안정 및 생리적 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
한 주거공간을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을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써 주
부들의 가사노동능률과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이는 
Kim(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에서 산림치유 효과에 대해 아토피 치료와 자연치유력의 향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4. 그린인테리어 치유 효과와 감성어휘와의 상관 관계
그린인테리어 치유 효과와 감성어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Table 7), 그린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주거공간의 경우 그린인테
리어에 대한 다섯 가지의 효과와 세 가지의 감성어휘(쾌적감, 자연
감, 진정감)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그린인테리어
는 거주자들의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다’와 진정감’과는 0.45이상
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의 상관관계의 경우 ‘그린인테리
어는 거주자들의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다’가 증가하면 감성어휘



유은하 ･ 장혜숙 ･ 김광진 ･ 정현환 ･ 김윤정

255

는 ‘진정되는’ 쪽으로 가고, ‘그린인테리어는 거주자들의 작업능률
을 높일 수 있다’가 감소하면 ‘흥분되는’ 감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린인테리어는 공기정화효과를 높여
준다’와 진정감’과도 0.38이상의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그
린인테리어용 식물을 활용한 환경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심리적 안
정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그린인테
리어의 치유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쾌적감’, ‘자
연감’, ‘진정감’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Ⅳ. 적요
본 연구는 그린인테리어용 식물을 활용한 실내 주거공간의 심리

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심리
상태측정은 주의회복척도, 단축판 기분상태검사(POMS), 어의구
별척도법(SD법)으로 조사하여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리
고 Pearson’s 상관분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린인테리어에 대
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린인테리어 조성시 경관디
자인과 식물의 종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설치 투자비용은 
200만원 미만이 80.93%, 유지관리비 10~50만원이 81% 이상이
었다. 또한 3가지 심리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의회복척도는 전체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직업군별로 비교한 결과, 회사원보다 주부들의 주의회복
력이 더 높았으며 두 직업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분상태
검사는 긴장－불안, 우울, 분노, 피로, 그리고 혼란은 낮게, 활력은 
높은 경향이었다. 또한 그린인테리어 실내 주거공간에 대한 감성을 
SD법으로 알아본 결과, ‘쾌적감, 자연감, 진정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3가지 감성어휘에 대한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린인테리어 주거공간에 대해 모든 감정간에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린인테리어가 주는 효과에 대
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기정화효과, 거주자의 작업 능
률 향상 효과, 심리적 안정 효과, 그리고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
는 효과에 대해 94%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린인테
리어효과의 문항간 상관분석 결과, ‘그린인테리어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높여준다’와 ‘그린인테리어는 공기정화효과를 높여준다’
는 0.818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그
린인테리어용 식물을 활용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부
정적 정서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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