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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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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their nature-connectedness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We also aim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nature-connectedness self-efficacy 
on their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and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14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ged three to five years. The 
scales used in this study were us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Data were analyzed based on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25.0 softw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appli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with the bootstrapping method 
and AMOS 28.0.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and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Second, 
SEM supported the hypothesized relations among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mothers’ 
nature-connectedness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after controlling for young 
children’s gender. It was also found that mothers’ nature-connectedness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and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and nature-connectedness 
self-efficacy predicted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Developing connectedness to nature is 
essential for young children who are the main players in the era of a sustainable societ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basic data for policies or programs that promote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by emphasizing the role of mothers' nature experiences and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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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아동이 자연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연유대

감(connectedness to nature)이란 자연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경

험적 연결을 의미한다(Mayer & Frantz, 2004). 자연유대감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에 끌리고 자연에 의존하려는 경

향을 지니고 있다는 생명애(biophilia)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

다(Wilson, 1984). 자연유대감은 인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있고(Mayer & Frantz, 2004; Zelenski 

& Nisbet, 2014) 자연 보존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재사용 물병 

사용하기, 난방사용 대신 따뜻한 옷입기 등의 환경 친화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Nisbet, 

Zelenski, & Murphy, 2009; Richardson et al., 2020). 현재 한국 

아동들은 자연-결핍 장애(nature-deficit disorder)와 경험의 멸

종(extinction of experience)을 조장할 수 있는 도시화된 환경에

서 살아가고 있다(Sobko, Jia, & Brown, 2018; Soga & Gaston, 

2016). 자연-결핍 장애는 아이들이 자연 환경과의 접촉이 감

소하여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며

(Louv, 2005), 경험의 멸종은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점

진적인 상실을 의미한다(Pyle, 1993). 즉, 도시화된 환경은 자

연과의 접근성이나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아

동의 신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aston & Soga, 2020; Louv, 2005; Pyle, 1993). 환경 심

리학자들은 인간-자연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유대감이 이러한 도시화 현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oszak, 1995).

자연유대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

로 수행되었다(Mayer & Frantz, 2004; Richardson, Hussain, & 

Griffiths, 2018; Wells & Lekies, 2006). Lumber, Richardson과 

Sheffield (2017)는 성인기 자연과 관련된 접촉(contact), 감정

(emotion), 의미(meaning), 연민(compassion), 아름다움(beauty)

은 성인의 자연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자연유대감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García, 

Bello, & Ruvalcaba, 2017). 아동의 자연유대감에 대한 선행연

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자연유대감 발달은 아동의 지속 가능

한 행동(예: 친생태행동, 검소함, 이타주의, 형평성)과 행복 뿐 

아니라 인지 조절 및 정서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akir-Demir, Berument, & Sahin-Acar, 2019; Barrera-Hernández, 

Sotelo-Castillo, Echeverría-Castro, & Tapia-Fonnlem, 2020). 아동

기 중에서도 특별히 유아기는 자연유대감 발달에 매우 중요

한 시기이다. Rice와 Torquati (2013)는 유아기가 자연 세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지향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임

을 언급했다. Liefländer, Fröhlich, Bogner와 Schultz (2013)는 자

연유대감 발달을 위한 교육이 11세 이전에 이루어질 때 자연

유대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유아의 높

은 자연유대감은 유아의 정서적 어려움을 감소시켰을 뿐 아

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으며(Sobko et al., 2018) 유아

의 건강한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었다(Sobko, Brown, & Cheng, 

2020). 또한 자연유대감은 유아기 가장 높고 청소년기에 가

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성인기에 점차 상승한다(Hughes, 

Rogerson, Barton, & Bragg, 2019; Richardson et al., 2019). 이를 

10대 하락(teenage dip)이라 하며 원인으로는 기술 중심 세대에

서 자연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어 생긴 현상으로 추측된다

(Richardson et al., 2019). 이런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는 자연유

대감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인을 규명함으로

써 유아의 자연유대감 발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과 어머

니의 자연유대효능감, 유아의 자연유대감 간의 구조적 관계

를 검증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유아의 자연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 변인이었다(Barrable & 

Booth, 2020).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많은 부모는 성인이 되

어서도 자연과 더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혐오

감,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Sugiyama, Hosaka, 

Takagi, & Numata, 2021), 결과적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

게 될 수 있다(Rosa, Profice, & Collado, 2018). 어린시절 자연경

험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산책 활동, 농작물 재배, 사육

체험과 같은 자연 교육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M.-S. Kim 

& Lee, 2013). Lim과 Lee (2020)도 어린시절 바깥놀이 경험이 

많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더 많이 바깥놀이를 실천할 수 있

음을 제언하였다. Passmore 등 (2021)은 부모의 자연유대감이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유아

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모든 사회적 관계, 태도, 생

각 등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Cha & Lee, 2015). 

유아가 자연을 경험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문

지기(gatekeepers) 역할을 하므로 주 양육자가 제공하고 격려

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Beets, Vogel, Chapman, Pitetti, & 

Cardinal, 2007).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하지만, 유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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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자연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이명박 정

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키워드로 한 정책연구가 강조되었다. 

이후 자연친화교육관련 연구가 2019 개정누리과정까지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ho, Jeong, & 

Jeon, 2018). 하지만 국내 자연친화교육 관련 연구는 유아 프로

그램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와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의 변

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연구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Cho et al., 2018). 더불어 국내에서

는 자연유대감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개념으로 환경감수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환경감수성이란 자연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감적 정서를 의미한다(S.-D. Lee & 

Kim, 2010). 그러나 유아의 환경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

분은 교수-학습방법에서 주제에 따른 단위 활동을 경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M. H. Lee, Koo, & Jang, 2019) 환경

감수성 및 자연유대감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예측 변인

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이 어머니의 어

린시절 자연경험과 유아의 자연유대감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은 어머니가 자

녀를 자연활동에 참여시키는 능력과 자연이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rnes, Harvey, 

Holland, & Wall, 2021). 자연유대효능감은 Bandura (1997)의 

부모효능감이론에 근거한다. 즉, 자연유대효능감은 유아의 

자연유대감과 관련된 부모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선

행연구에 따르면 자연유대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기효능감

이 높고, 가족과 함께 자연 공간을 방문할 가능성이 훨씬 크

다(Barnes et al., 2021). 더불어 자연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연유대감 수준이 높았다(Cheng & Monroe, 2012; Fränkel, 

Sellmann, & Basten, 2019; Larson et al., 2019). 즉, 유아의 자연

유대감은 주 양육자가 제공하는 자연 관련 지식과 경험뿐 아

니라 자연활동을 격려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Barnes 

et al., 2021; Beets et al., 2007). Hammond, McFarland, Zajicek

와 Waliczek (2011)는 부모가 자연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녀

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긍정적이고 자녀의 자유로운 

바깥놀이 시간이 더 많았음을 밝혔다. Soga, Yamanoi, Tsuchiya, 

Koyanagi와 Kanai (2018)도 자연 기반 활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은 자연을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밝혔다. 따라서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더 높은 자연유대효능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유

아의 자연유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과 자연유대효능감, 유아의 자연

유대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은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과 

유아의 자연유대감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3-5세(2015년생∼2017년

생)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1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414부

가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유아의 평균 연령은 66.19개월(Min. 49개월∼Max. 85

개월, SD = 10.6)이며, 성별은 남아 191명(46.1%), 여아 223

명(53.9%)이었다. 유아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3세가 167명

(40.3%), 만 4세가 117명(28.3%), 만 5세가 130명(31.4%)이었

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12세(Min. 27세∼Max. 48세, 

SD = 3.88)이다.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253명

(61.1%)으로 가장 많았고, 2, 3년제 대학 졸업이 74명(17.9%), 

대학원 졸업 이상이 70명(16.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명

(4.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로는 취업 216명

(52.2%), 미취업 164명(39,6%), 휴직 34명(8.2%)으로 나타났

다. 거주지는 경기도가 261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29명(31.2%), 기타지역 24명(5.8%)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Wells와 Lekies 

(2006), Cheng과 Monroe (2012), Windhorst와 Williams (2015)

의 연구 설문을 토대로 van Heezik, Freeman, Falloon, Buttery와 

Heyzer (202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어머

니들이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집근처 자연경

험(5문항), 야생에서의 자연경험(5문항), 자연에 대한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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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근처 자연경험은 

“나는 어린 시절에 주로 야외에서 놀았다.”, 야생에서의 자연

경험은 “나는 어린 시절에 해변에 간 적이 있다.”, 자연에 대한 

가족인식은 “우리 가족은 자연의 소중함을 아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자연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

도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집근처 자연경험 .79, 야생에서의 자연경험 .79, 자연에 대한 

가족인식을 포함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3이다.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

어머니 자연유대효능감은 Barnes 등(2021)이 개발한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어머니들이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연 접근(7문항), 자연에 대한 소통(3문항), 개

인 장벽 극복(6문항), 상황 장벽 극복(6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 접근은 “자녀와 함께 숲속이나 삼림지대

에서 자연경험하기.”, 자연에 대한 소통은 “식물을 심고 재배

하며 내 자녀에게 자연을 소개하기.” 개인 장벽 극복은 “피곤

해도 자녀와 함께 자연경험하기.”, 상황 장벽 극복은 “편의시

설이 제한적인 곳에서 자녀와 함께 자연경험하기.” 등의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Barnes 등(2021)은 자연유대효능감을 10

점 평정척도(0∼220점 10단위로)로 소개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5점 평정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자연유

대효능감을 5점 척도로 변용하여 사용한 이유는 5점 척도 형

식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척도와 함께 측

정할 때 편리하며 자연유대효능감 척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Y. H. Kim & Kim, 2008). 각 문항은 전혀 할 수 
없다(1점), 할 수 없다(2점), 보통이다(3점), 할 수 있다(4점), 매

우 잘 할 수 있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하위요인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각 요인의 자연유대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연 접근 .89, 자연

에 대한 소통 .71, 개인 장벽 극복 .82, 상황 장벽 극복 .85이다.

유아의 자연유대감

유아의 자연유대감은 Sobko 등(201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설문은 어머니들이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측

정도구는 자연 즐기기(6문항), 자연에 대한 공감(4문항), 자연

에 대한 책임(5문항), 자연에 대한 인식(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 즐기기는 “내 자녀는 자연의 다양한 소리

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자연에 대한 공감은 “내 자녀는 동물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
Young children Gender Boys 191 46.1

Girls 223 53.9
Age 3 167 40.3

4 117 28.3
5 130 31.4

Mothers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17  4.1
College graduate  74 17.9
University graduate 253 61.1
Graduate school or higher  70 16.9

Employment Employed 216 52.2
Unemployed 164 39.6
Leave of absence  34  8.2

Residence Seoul 129 31.2
Gyeonggi-do 261 63.0
Other areas  24  5.8

Note. N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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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 괴로워한다.”, 자연에 대한 책임은 “내 

자녀는 식물, 동물, 곤충을 소중하게 다룬다.”, 자연에 대한 인

식은 “내 자녀는 실내활동보다 바깥활동을 더 좋아한다.” 등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

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

서는 하위요인의 문항을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각 요인의 자연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연 즐기기 .84, 자연에 대한 공

감 .85, 자연에 대한 책임 .77, 자연에 대한 인식 .77이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어린시절 자연경험, 자연유대효능감, 자

연유대감 척도는 국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해 

Translation-Back-Translation Method (Hambleton & Kanjee, 1993)

에 의거하여 번역이 이루어졌다. 먼저 원척도(영문)를 연구자, 

국내 영어교육과 석사생이 한국어로 번역한 후 유아교육과 교

수 1인, 유아교육전공 석사생 1인의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후 

이중언어 사용가능자(bilinghual) 2인(시애틀에서 12년간 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 원장 1인,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한국

계 미국인 1인)에 의해 역번역 검정이 이루어졌다. 번역-역번역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전공 석사생 1인, 연

구자가 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양 언어상에 

있어 비슷한 빈도로 쓰이고 있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유아교육전문가 5인이 번역 내

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유아교육전문가 5인은 보육교사경

력 10년 이상인 유아교육전공 석사생 4인과 유치원교사경력 2

년 이상인 유아교육전공 석사생 1인으로 이루어져있다. 번역 내

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문항은 매우 잘 통한다(5점), 그런대로 
의미가 통한다(4점), 보통이다(3점), 의미가 좀 모호하다(2점),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1점)와 함께 문항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평균을 산출한 결과 어린시절 자

연경험 척도의 전체 평균은 4.8점, 자연유대효능감 척도의 전체 

평균은 4.51점, 자연유대감 척도의 전체 평균은 4,76점으로 전

체적인 내용이 잘 통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전공 석사생 1인, 연구자가 내용타당도 의견

을 검토한 후 수정하여 어린시절 자연경험, 자연유대효능감, 자

연유대감 한국판 설문지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15일

∼12월 16일까지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어린시절 자연경험

은 .87, 자연유대효능감은 .92, 자연유대감은 .93의 높은 신뢰

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되어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

본조사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015년생∼2017년생 자녀를 둔 대한민국에 거주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어

린이집, 유치원 총 5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협조를 

구한 후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전송했다. 2020년부터 지속되

고 있는 COVID-19의 영향으로 기관에 직접 방문이 불가하여 

전자 설문지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기관의 

어머니들을 시작으로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소개

해가는 방식의 눈덩이표집도 진행되었다. 설문지 첫 장에 연

구의 목적을 밝히고 동의 여부를 받았다. 총 41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41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

였다. AMOS 28.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주요변인들 간의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Bollen & Stine, 1992).

Results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 어머니의 자연유대
효능감, 유아의 자연유대감의 일반적인 경향 및 
상관관계

본 연구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하여 사용할 측정변수의 평

균, 표준편차 외에 왜도 및 첨도를 산출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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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제시되었다. S. Hong, Malik와 Lee (2003)는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4보다 작은 경우 다변

량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1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를 가정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 요인간 모두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 어머니의 자연유대
효능감, 유아의 자연유대감의 구조적 관계

측정모형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 유아의 자연유대감을 측정하는 요인이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Domestic 3.86 .81 1.00 5.00 -.64 .32

Wild 3.09 1.02 1.00 5.00 -.07 -.75

Family values 3.72 1.17 1.00 5.00 -.51 -.71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 Accessing nature 4.07 .70 1.00 5.00 -.69 .59

Communicating about nature 3.99 .83 1.00 5.00 -.93 .88

Overcoming personal barriers 3.57 .79 1.00 5.00 -.31 -.09

Overcoming situational barriers 2.45 .88 1.00 5.00 .67 .10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Enjoyment of nature 4.04 .75 1.00 5.00 -.80 .36

Empathy for nature 3.72 .86 1.00 5.00 -.41 -.18

Responsibility toward nature 3.84 .71 1.00 5.00 -.51 .39

Awareness of nature 4.02 .73 1.00 5.00 -.93 1.01
Note. N = 414.

Table 3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1.Domestic ―

2.Wild .38*** ―

3.Family values .47*** .55*** ―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4.Accessing nature .45*** .30*** .37*** ―

5.Communicating about nature .21*** .23*** .23*** .53*** ―

6.Overcoming personal barriers .38*** .25*** .27*** .65*** .53*** ―

7.Overcoming situational barriers .36*** .22*** .22*** .54*** .34*** .66*** ―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8.Enjoyment of nature .30*** .30*** .31*** .51*** .42*** .44*** .37*** ―

9.Empathy for nature .22*** .25*** .23*** .35*** .35*** .24*** .23*** .51*** ―

10.Responsibility toward nature .26*** .27*** .31*** .33*** .27*** .30*** .27*** .49*** .60*** ―

11.Awareness of nature .31*** .29*** .31*** .50*** .43*** .41*** .32*** .72*** .50*** .56*** ―

Note. N = 41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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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자연유대감을 보

인다고 언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유

아의 성별을 통제한 후 검증이 이루어졌다(Barrable & Booth, 

2020; Hughes et al., 2019; Richardson et al., 2019). 본 연구에

서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인 χ2, TLI, 

CFI, GFI, RMSEA 지수를 이용하였다(Sung, 2019). χ2값은 p
값이 .05이상이어야 적합하나 표본 수와 자유도 크기에 민감

하여 표본 수가 많은 경우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S. H. Hong, 2000). 적합도 지수 중 TLI, CFI, GFI는 .90

이상일 때 적합하며, RMSEA의 값은 .08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Woo, 2022). 초기 모형을 살펴보면, χ2 = 191.55(df = 

49, p < .001), TLI = .90, CFI = .93, GFI = .93, RMSEA = .084로, 

RMSEA가 .08보다 높아 적합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

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값을 살펴보았는데 수정지수

가 9 이상일 경우 오차변량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Fassinger, 

1987), 측정요인의 오차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수 있다(Song 

& Kim, 2012). 측정 요인 중에서 자연에 대한 공감(e9)과 자연

에 대한 책임(e10) 간 공분산(MI = 45.96)을 연결해 모형을 수

정하였다. 그 결과 χ2 = 141.32(df = 48, p < .001), TLI = .93, CFI 

= .95, GFI = .95, RMSEA = .07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

하였다.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측정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가 .60∼.86로 나타났고 CR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모든 측정 변인이 잠재 변인의 개념을 적합하

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Table 4). 

구조모형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이 유

아의 자연유대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한 결과는 Table 6, Figure 1에 제시되었다. 적합도 지수는 
χ2 = 141.45(df = 49, p < .001), TLI = .94, CFI = .95, GFI = .95,  

RMSEA = .07로 기준을 충족하였다(Table 5). 어머니의 어린시

절 자연경험은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β = .55, p < .001),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은 유아의 자

연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 = .54, p < .001), 어머니

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은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3, p < .001).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과 유아의 자연유
대감 사이에서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 매개
효과

측정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사용하였다(5000회).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어

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미치는 영

향에서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95%의 신뢰구간(CI)범위가 .13∼.33로 나타났다. 상한값

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은 자연유대효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CR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Domestic 1.00 .63
Wild 1.37 .68 .14  9.89***
Family values 1.78 .76 .17 10.23***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Accessing nature 1.00 .81
Communicating about nature .91 .63 .07 12.77***
Overcoming personal barriers 1.15 .83 .07 17.44***
Overcoming situational barriers 1.08 .70 .07 14.52***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Enjoyment of nature 1.00 .84
Empathy for nature .81 .60 .07 12.29***
Responsibility toward nature .70 .62 .06 12.83***
Awareness of nature .99 .86 .06 18.11***

Note. N = 41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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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olid line means reach the significant at p-value of .05, and the dotted line means 
insignificant level at p-value of .05. 

**p < .01. ***p < .001.

Table 5
Fit Indices of the Measurement Model

χ2 TLI CFI GFI RMSEA
141.45
(df = 49, p < .001)

.94 .95 .95 .07

Table 6
Path Coefficient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way B β SE CR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35 .55 .04 8.32***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60 .54 .07 7.99***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16 .23 .05 3.36***

Note. N = 414.
***p < .001.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wa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55** .55**

Mothers’ nature connectedness self-efficacy →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54*** .54***

Mothers’ childhood nature experiences → Young children’s connectedness to nature .23** .30*** .52***

Note. N = 414.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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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 어머니의 자연유대효

능감, 유아의 자연유대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

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이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과 유아

의 자연유대감 간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은 어머니의 자연유대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성인

의 자연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Krepelkova, 

Krajhanzl, & Kroufek, 2020; Pensini, Horn, & Caltabiano 2016; 

Rosa et al., 2018; Wells & Lekies, 2006). 서양 뿐 아니라 일본

에서도 어린시절 자연에서의 놀이 빈도는 성인의 자연활동 

빈도의 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Hosaka, Numata, & Sugimoto, 2018). 따라서 어린시절 자연경

험이 많은 어머니는 성인이되서도 자연을 자주 찾으며, 이는 

자녀를 자연에 데리고 나가는 능력에 대한 자기 믿음, 즉 자연

유대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서양권과 동양권의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국에서

도 유사한 사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은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도 유사한 국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될 수 있다. Soga 등(2018)은 가족이 자

연 기반 활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이 자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밝혔다. 최근 Barnes 등(2021)도 어

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방문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heng과 Monore (2012)

는 아동이 자연에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연

유대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자

연유대효능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자주 자연 경험

을 제공했을 것이며, 이는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연 경

험 제공 빈도수는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후속연구는 이를 직접 측정하여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과 

유아의 자연유대감의 매개 경로를 보다 세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은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

이한다. Rosa 등(2018)은 어린시절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이 되

어서도 자연과 더 많이 접촉하며 결과적으로 환경친화적 행

동 수준이 높았음을 밝혔다. 최근 Passmore 등(2021)도 어머니

의 자연유대감은 자녀의 자연유대감에 중요한 예측변인 임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어머니의 환경친화적 행동이나 자연유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유아의 자연유대감 수준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의 환경친화적 행동이

나 어머니의 자연유대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기 때

문에 후속연구는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어머니의 어린시

절 자연경험과 유아의 자연유대감을 매개하는 변인들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은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

경험과 유아의 자연유대감 간의 긍정적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

개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유아의 자연유

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

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어린시절 자연경험이 많을수록 

자녀를 자연에 데리고 갈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연유대효능감

이 높아지고, 자연유대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에게 다양

한 자연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유도

하여 유아의 자연유대감 발달에 기여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추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모든 자료는 겨울에 수집되었다. 자연유대감

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Duffy & Verges, 2010). 

따라서 겨울이 아닌 계절에 설문지가 수집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외부활동을 자제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평소와 다르게 답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계절과, COVID-19 이후에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변인들은 모두 어머니들의 보고 형식으로 

한 시점에 측정되었다. 따라서 구조분석의 유의한 결과는 어

머니가 보고한 연구방법에 따른 효과일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보고는 설문지를 작성할 만큼의 인지 및 언어 발달이 이루어

지지 않은 유아들의 활동, 행동, 감정, 느낌에 대한 측정을 위

해 유아기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Y.-E. Lee & 



Shin and Lee   480

Seo, 2020; Sobko et al., 2018). 후속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연경

험을 장기 추적 조사를 한다거나 어머니의 자연유대효능감 및 

유아의 자연유대감에 대해 인터뷰나 관찰 기법을 활용하여 질

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심층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연경험과 자연유대효능감이 유아의 자연유대감을 발달시

키는데 중요한 예측 변인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 자연유대감에 대한 후속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유아의 높은 자연유대감은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도 이어질 수 있는 친자연적인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영

향도 포함되어 있다. Karsten (2005)에 따르면 오늘날 아동은 

새로운 종류의 어린시절(a new kind of chilhood)을 보내고 있

다. 새로운 종류의 어린시절은 매일 밖에서 노는 야외 어린이

(outdoor children), 대부분 실내에서 TV 시청을 하며 시간을 보

내는 실내 어린이(indoor children), 시공간적 행동이 주로 성

인이 조직한 활동에 따라 호위를 받는 뒷좌석 세대(backseat 

gener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뒷좌석 세대에게 있

어 대도시의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활동공간은 자동차 뒷좌석

에 앉아 옮겨 다닐 여러 개의 섬일 뿐이며 길거리 또한 하나의 

섬일 뿐이다. 그러나 자연은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고 아이들

과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종류의 어린시절을 보내고 

있는 현시대 유아들의 자연유대감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후속연구로는 위에 언급된 새로운 종류의 어린시절을 보낸 유

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도 자연유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대 간 전이를 측정해 보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시화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유아의 자연유대감 발달을 돕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

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유아 뿐 아니라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의 자연유대효능감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Barrera-Hernández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자연유대

감은 개인 및 사회적 웰빙 뿐만 아니라 자연보존을 목표로 하

는 일련의 활동인 지속가능한 행동의 결정적 요인임을 밝혔

다. 환경 문제에 직면한 지구의 미래는 아동에게 달려있다. 예

를 들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유아가 많이 거주

하는 도나 시를 중심으로 유아 동반 가족에게 자연체험 비용

을 지원하거나 유아에게 안전한 자연 놀이 공간 및 실외 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숲지도사 양성뿐 아니라

(B.-K. Kim & Cho, 2021) 어머니가 직접 자녀에게 자연 관련 

교육 및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더

불어 개인의 시간 및 비용 지출 부담으로 인해 정보력 뿐 아니

라 가정별 여가 시간 여부나 경제력에 따라 자연 관련 활동 실

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유아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시스템 체계를 구

축하거나 부모의 자연유대효능감 및 유아의 자연유대감 발달

을 위한 공공 자연 기반 캠프 또는 숲교실 등을 제공하고 적극

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연유

대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으로도 높

일 수 있다(Richardson et al., 2020). 예를 들어 꽃냄새를 맡거나 

달을 바라보거나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의 단순한 

활동으로도 자연에 대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즉, 유아가 자

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가 자연

을 언제 어디서나 교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새로운 종류의 어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유아에게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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