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연구 제46권 제3호(통권 193호) pp.183-201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46, No.3. May 2022
DOI http://dx.doi.org/10.17086/JTS.2022.46.3.183.201

ORIGINAL ARTICLE
ISSN(Print) 1226-0533
eISSN(Online) 2713-6388

*

코로나19 위험지각 및 스트레스와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의 관계 연구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ID-19 risk perception, perceived stress and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of wetlands
8)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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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날로 쌓이고 있다. 정신적 문제는 곧 신체적 문제
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야외 공간에서의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특히 갯벌
과 같이 드넓은 자연이 중심이 되는 야외환경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높은 개인에게 심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지로써 갯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지각과 스트레스가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을 통해 정신적 웰빙과 갯벌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갯벌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728명의 데이터를 2021년 6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로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험지
각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정신적 웰빙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갯벌에 대한 지각된 회복환경을 통해 그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셋째, 지각된
회복환경은 정신적 웰빙과 갯벌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갯벌과 같은 자연환경의 방문을 독려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코로나19, 생태관광, 위험지각,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회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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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dividuals' anxiety and fatig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s a result of the
prolonged COVID-19 outbreak. Because mental illnesses frequently lead to physical illnesses, engaging in
outdoor activities is highly recommended for resolving these issues. Individuals with high fear and stress
from COVID-19 may benefit from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wetlands, which can help them recover
mentally and physically.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effects of individuals'
risk perception and stress caused by COVID-19 on their mental health, as well as revisiting their
intention of visiting wetlands due to their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In June 2021, an
online survey of people who had visited wetlands since January 2020 was conducted. There were 728
questionnaires returned in total. The following are the study's findings. First, the risk perception of
COVID-19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stress. Second, the perceived stress of COVID-19 has a
negative impact on mental health, but this impact is mitigated by wetlands'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Third, mental well-being and revisiting intention are positively influenced by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a variety of policie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encourage people to engage in outdoor activities in natural settings, such as wetlands.
Key words： COVID-19, Eco-tourism, Risk Perception, Perceived Stress,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Ⅰ. 서 론

2020; Ohly, White, Wheeler, Bethel,
Ukoumunne, Nikolaou, & Garside, 2016).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람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들의 신체, 정신 피로감, 우울증 등으로 이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큰 사회, 경제적 비용

이제 일상이 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신

사람들의 정신적 불안감, 피로감, 더 나아가 우

체 및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사람

울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스트레

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재해에 대한 인식을 파악

스를 줄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고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건강증진협회(2020)는 만성질환예방, 영양

다양한 자연환경 중 갯벌은 고유의 자연환경

관리, 그리고 좁은 실내보다는 야외 넓은 공간에

과 생물들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갯

서의 적극적 신체활동 등을 권장하고 있다.

벌 센터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양과 교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은 스트레

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지이다. 특히 갯벌과

스를 줄이고 회복경험을 얻는데 적합한 것으로

같은 해양이 제공하는 경관이나 머드, 해조류 등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주의회복이론(attention

과 같은 자원들은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치유

restoration theory)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상

를 돕는 해양치유 자원으로써의 유용성이 검증되

에서 벗어난 드넓은 공간 속에서의 숲, 바닷물, 철

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해양치유 프

새 등의 매력물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지친 심신

로그램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1).

의 회복 및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서 사람들이 심리적 회복

(이돈각ㆍ정영미ㆍ이미미ㆍ신원섭ㆍ윤영균,

을 느낀다는 선행연구(김준, 2017; Hi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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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unseitan, 2011)가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매력물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여러 자연환경 중 산림과 관련된 연구(김진옥

갯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해양자원

ㆍ김남조ㆍ한승훈, 2016; 이돈각 외, 2020; 이

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회복환경을 제공하고 있

진의ㆍ가정혜ㆍ한승훈ㆍ김남조, 2015)가 주를

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회복환경은

이루고 있으며, 갯벌의 회복환경으로서의 역할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인의 정신적 웰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갯벌

빙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은 회복환경으로써 적절한 환경 특성을 지니고

서 더 많은 사람이 회복환경을 인식하도록 장려

있다. 우선 갯벌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갯벌관광에 대한 행동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벗어남, being away), 넓은 해양환경을 통해

인간의 회복에 기여하는 자연환경의 역할과

방문객들이 새로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질만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연 환경에 노출 또는 접

곳이다(매혹감, fascination). 또한, 번잡하지

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야외 여가활동에 대한 관

않은 환경을 제공하며(짜임새, coherence), 관

심이 특별히 코로나19 재해 상황에서 부각되고

광을 하기에 어려움 없이 구성되어 있어 즐거운

있다. 따라서 감염병 재해 상황에서 야외 여가활

시간을 보낼 수 있다(적합성, compatibility).

동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관

따라서 갯벌이라는 해양관광지가 회복환경으로

련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감

써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갯벌의 심리

염병 재해 위험지각과 야외 여가활동 참여, 그리

적 회복과 치유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고 이를 통한 긍정적 효과의 연관성과 주요 결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인을 파악하여, 재해 위험의 부정적 영향 감소

기존 연구에서도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

와 회복 관점에서 여가활동의 역할을 살펴볼 필

나는 감염병 재해의 영향을 위험지각(Gerhold,

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20; Huynh, 2020), 자연환경과 접촉을 통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

한 회복가능성(Ohly et al., 2016), 정신적 어

19에 대한 위험지각과 스트레스가 생태관광지로

려움(Nitschke, Forbes, Ali, Cutler, Apps,

주목받고 있는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을 통해

Lockwood, & Lamm, 2021) 등의 측면에서

개인의 정신적 웰빙과 갯벌 재방문에 어떠한 영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에 감염될 위험과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코로

재해에 대한 위험지각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나19 스트레스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하여, 코로

정서적 웰빙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는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지각과 스트레스가 갯벌
이라는 회복환경을 통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요인들이 궁
극적으로 방문객의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양관광지로서의 갯벌
의 긍정적 기능을 발견하는 것은 관광객을 유인

Ⅱ. 선행연구 고찰
1. 감염병 재해에 대한 위험지각과
스트레스
다양한 위험요소에 반응하는 사람의 위험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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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risk)에 대한 연구는 자연재해, 인공

성이 있다(Lopez-Vazquez & Marvan, 2003).

재해 등을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되었다(Gerhold,

스트레스는 특정 환경이 자신의 적응 능력을 초

2020; Slovic, Fischoff, & Lichtenstein, 1980).

과했다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것(Cohen,

위험지각 분석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

Janicki-Deverts, & Miller, 2007)으로, 코

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회복과정을

로나19와 같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즉시 해결

거치는 지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주요

하기 힘든 상황을 인지함으로써 유발되는 부정적

감염병 재해와 사람들의 위험지각의 관계를 연구

심리상태(윤지인ㆍ한진욱ㆍ이지원, 2021)라고 할

하는데 이 분석틀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사스(SARS), 메르스

윤지인 외(2021)의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활

(MERS), 에볼라(Ebola) 등의 위험에 대한 사

동 참여자의 코로나19 위험지각이 코로나19로

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한 전염병과 거리두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Cava, Fay, Beanlands, McCay, & Wignall,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

2005; Prati & Pietrantoni, 2016; Yang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 Cho, 2017).

Kuang, Ashraf, Das, and Bicchieri(2020)

위험지각은 사람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

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중 하나이므로 그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

이 중요하다. 특히, 주관적 위험지각은 같은 위

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코

험요소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로나19가 위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사

이유를 설명하므로(Hardy, Maguire, Power,

람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해 더 높은 스트레스 정

& Tsoukas, 2020) 사람의 다양한 성향이 위

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가설 1을 설정하

이다. 위험지각은 실제 위험과는 구별되는 것으

였다.

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Yan, Kim, Zhang, Foo, Alvarez-Risco,

가설 1. 코로나19 위험지각은 코로나19 스트

Del-Aguila-Arcentales, & Yáñez, 2021).

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은 위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위험보다는 자신의 위험지각을

2. 지각된 회복환경과 정신적 웰빙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Slovic et

al., 1980).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

인간은 신체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집에서 휴

해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위험지각이 높은 사람

식을 취하기도 하고, 자연환경을 찾아 나서기도

들은 코로나19를 실제 위험보다 더 위험한 것으

한다. 이처럼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

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도 개인의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회

그리고 이러한 위험지각은 단순히 지각에서

복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회복이론(attention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상태에도 영

restor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회복환

향을 미치게 된다. 동일하게 위험성이 높은 상황

경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다양한 업무활동에 집중할

에 처했을 때, 위험지각이 낮은 개인보다 위험지

때 발생하는 주의력을 회복할 수 있다(Kaplan

각이 높은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 가능

& Kaplan, 1989). 이러한 회복환경은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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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way), 매혹감(fascination), 짜임새

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에서의 회복

(coherence), 적합성(compatibility)의 네 가지

감을 이미 인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Hartig, Kaiser, & Bowler,

부정적 감정 상태에 놓였을 때 동일한 회복환경

1997)

을 찾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돈각

회복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모두 포

외(2020)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숲을 방문한

함되지만, 선행연구자들은 회복환경이 자연환경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

일 경우 좀 더 나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

신적 웰빙이 지각된 회복환경으로서 숲과 어떤

장하였다. Ohly et al.(2016)은 메타 분석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

통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인공환경에

스와 지각된 회복환경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노출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주의력을 보여준 점

확인하였으며, 지각된 회복환경과 정신적 웰빙은

을 검증하였다. 또한, Ulrich, Simons, Losito,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낮을

Fiorito, Miles, and Zelson (1991)의 연구에

수록 숲에서의 회복환경 지각이 높아지며, 회복

서도 인간이 도시환경(인공)보다 자연환경에

환경 지각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도 높아지는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 회복이 더 빠르고 완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연구가설

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람들이 자연과 접촉하

2, 3, 4, 5를 설정하였다.

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반추
(reflection)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설 2. 코로나19 위험지각은 갯벌의 지각된

(Kaplan & Berman, 2010), 회복기회를 제

회복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공하는 다양한 요소 중 심미적(aesthetic) 요소

이다.

가 뛰어난 자연환경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

가설 3. 코로나19 스트레스는 갯벌의 지각된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

회복환경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한 회복환경에서의 활동과정을 거쳐 신체적 및

이다.

정신적 회복을 꾀하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가설 4.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정신적 웰빙에

(well-being)을 향상시키게 된다(Ohly et al.,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6). 즉, 인간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

가설 5.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은 정신적 웰

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회복환경을 찾게

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되고, 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개인의 주의
력이나 스트레스 등에 따라 회복환경을 지각하

3. 재방문 의도

는 정도는 각자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관광활동에서 재방문 의도는 개인이 관광지를

수 있다.
연구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관광지가 관광객의 부정

있으며,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

적 심리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

지는 행위적 의도를 의미한다(박종철ㆍ안대희,

며,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지각이 심화

2014). 이러한 행동의도는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될수록 자연환경에서의 회복환경 지각이 높아졌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관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심

광객의 재방문 의도가 긍정적이라면, 실제로 재

리적 불안감이 회복환경 지각을 보다 극대화한다

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재

정산설ㆍ김경배ㆍ이훈(20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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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관광객은 일반 방문객보다 타인에게 추천하

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

는 행동이나 소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

이게 된다(Lopez-Vasquez, 2001). 스트레스

향이 있기 때문에(Zhang, Wu, & Buhalis,

수준이 높아진 개인은 이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

2018),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서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회복을 위한 회복

관광지 마케팅이나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

환경 장소 방문 등의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취

이다.

하게 된다. 이러한 회복환경 장소 방문 노력과

김진옥 외(2016)의 연구에서는 ‘치유의 숲’에

경험에 따라 방문객은 지친 심신의 회복 및 복

서의 지각된 회복환경이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에

구과정을 겪게 되며, 이는 곧 개인의 정신적 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onat &

즉, 자연이 제공하는 회복환경을 지각한 관광객

Lazarus, 1985). 그리고 회복환경에서 정신적

은 향후 그들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환기

회복을 경험한 관광객은 다시 회복환경을 방문할

시키기 위해 동일한 자연환경을 다시 찾을 가능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회복환경을 반복적으로

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황지

방문함으로써 위험지각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

은ㆍ장태수(2021)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유지, 증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
만족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웰니스 관광의 건강 관련성에 대한 만

Ⅲ. 연구방법

족도가 높아질수록 재방문 의도가 증가한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즉, 웰니스 관광을 통해 건강 유

1. 연구모형 설정

지 및 회복의 경험에 만족한 사람일수록 해당 관
광지를 다시 찾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위험지각과 코로나19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웰니스 관광의 목적에는 신

로 인한 스트레스가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을

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함하고

매개로 개인의 정신적 웰빙과 갯벌 재방문에 어

있으므로, 이 연구의 정신적 웰빙과 갯벌 재방문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의 관계도 유의한 영향 관계일 것으로 추측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

하였다.

구를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첫째, 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연구가설 6, 7
을 설정하였다.

로나19의 위험지각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윤지인 외(2021)
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둘째, 주의회복이론을 바

가설 6.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은 갯벌 재방

탕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심리적 스트

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레스가 지각된 회복환경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이다.

정신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가설 7. 정신적 웰빙은 갯벌 재방문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돈각 외(202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셋째, 주의회복이론을 바탕으로 지각된 회복
환경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종합해 보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전

김진옥 외(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각 요인

염병, 전쟁 등의 재난으로 초래된 위험지각은 부

의 영향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성한 구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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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식 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적인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위험지각에 대해
가장 나은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불안한 위험 요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인(Jenkin, 2006)이 위험지각을 대표하는 것
으로 판단하여, 불안한 위험 요인으로 코로나19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위험지각을 측정하였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2021년 5월 사이에 갯벌에 1회 이상 방문한 경

Cohen et al.(2007)의 연구에서 개발한 인지

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된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엠브레

도는 최근 몇 주 동안 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인)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2021년 6월에

경험하거나 느꼈던 여러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

수행하였다. 표본은 권역별 비례 할당표본추출법

한다.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 측정에는 Hartig

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728명의 데이터

et al.(1997)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

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Jamovi 1.1.9

였다. 이 척도는 인간과 환경 간의 회복적 거래

및 Mplus 8.0을 이용하여 탐색적 및 확인적 요

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며, 총 4개의 하위요인(벗어남, 매혹감, 짜임새,
적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정신적 웰빙

3. 연구도구
코로나19 위험지각은 Gerhold(2020)와 Jenkin
(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기존 위험지각 요인은 불안한 위험
(dread risk)과 낯선 위험(unknown risk)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지각과 직접

은 WHO-5 well-being index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질문은 최근 몇 주 동안 개인의 정
신적인 웰빙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삶의 질 측정에 사용된다. 갯벌 재방문 의
도는 재방문 경향, 의사, 가능성을 묻는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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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s and observed variables
Factor

COVID-19
risk
perception

COVID-19
perceived
stress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Measurement item
1. COVID-19 is a global disaster.
2. COVID-19 will cause many deaths at once.
3. You can easily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4. COVID-19 will affect future generations.
5. It is up to me how seriously the consequences of COVID-19 will affect me.
6. If I contract COVID-19, I could die.
7. COVID-19 will become more and more dangerous over time.
8. COVID-19 affects me personally.
9. The risks caused by COVID-19 are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society.
10. I took the risk of contracting COVID-19.
In the last month, because of COVID-19, ...
1. how often did you upset because of something that happened unexpectedly?
2. how often did you feel that you were unable to control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3. how often did you feel nervous and "stressed"?
4. how often did you feel confident about your ability to handle your personal problems?#
#
5. how often did you feel that things were going your way?
6. how often did you find that you could not cope with all the things that you had to do?
#
7. how often did you control irritations in your life?
8. how often did you feel that you were on top of things?#
9. how often did you anger because of things that happened that were outside of your control?
10. how often did you feel difficulties were piling up so high that you could not overcome them?
1. Being in the wetlands is an escape experience.
2. Spending time in the wetlands gives me a break from my day-to-day routine.
3. The wetlands are the place to get away from everyday life.
4. Being in the wetlands helps me to relax my focus on getting things done.
5. Coming to the wetlands helps me to get relief from unwanted demands on my attention.
6. The wetlands have fascinating qualities.
7. My attention is drawn to many interesting things in the wetlands.
8. I want to get to know the wetlands better.
9. There is much to explore and discover in the wetlands.
10. I want to spend more time looking at the surroundings of the wetlands.
#
11. The wetlands are boring.
12. The setting of the wetlands is fascinating.
#
13. There is nothing worth looking at the wetlands.
#
14. There is too much going on the wetlands.
#
15. The wetlands are confusing places.
#
16. There is a great deal of distraction in the wetlands.
#
17. The wetlands are a chaotic place.
18. Being in the wetlands suits my personality.
19. I can do things I like in the wetlands.
20. I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 wetlands.
21. I can find ways to enjoy myself in the wetlands.
22. I have a sense of oneness with this setting of the wetlands.
23. There are landmarks to help me get around the wetlands.
24. I could easily form a mental map of the wetlands.
25. It is easy to find my way around the wetlands.
26. It is easy to see how things are organized in the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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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s and observed variables(continued)
Factor

Measurement item
Over the last two weeks ...
1. I have felt cheerful and in good spirits.
2. I have felt calm and relaxed.
3. I have felt active and vigorous.
4. I woke up feeling fresh and rested.
5. My daily life has been filled with things that interest me.
1. I tend to visit the wetlands again.
2. I’d love to come to the wetlands again.
3. I think I will come back to the wetlands in the near future.

Mental
well-being

Revisit
intention
# Reverse code

Zhang et al.(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상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

참고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으며, 총 72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갯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방문시기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방문한 사
람이 491명, 2021년 1월부터 5월 중에 방문한
사람이 23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인

Ⅳ. 분석 결과

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이 나타
났다.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0.5%
(368명), 연령은 40대가 24.5%(178명), 거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는 수도권(강원 포함)이 59.1%(430명), 학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이후 갯벌에 1회

력은 대졸 이하가 70.3%(512명), 결혼 여부는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
Frequency
Male
368
Gender
Female
360
20s
122
30s
138
Age
40s
178
50s
160
60s and over
130
≤ Middle school
41
≤ High school
66
Education
College graduate
512
Post graduate
109
Single
208
Marital
Married
510
status
Others
10
Total
728

%
50.5
49.5
16.8
19.0
24.5
22.0
17.9
5.6
9.1
70.3
15.0
28.6
70.1
1.4
100

Variable
Frequency
Seoul/Gyeonggi/
430
Gangwon
Residence

Income

%
59.1

Gyeongnam

89

Gyeongbuk

65

8.9

Jeolla/Jeju

79

10.9

Chungcheong

65

8.9

Under 100

22

3.0

101-300

149

20.5

301-500

197

27.1

501-700

173

23.8

701-900

111

15.3

76

10.4

728

100

901 or more
Total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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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70.1%(510명), 월평균 가구소득은

로 나타나 각 요인이 양호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

301~500만 원대가 27.1%(197명)로 나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났다.

도출된 하위 요인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
명을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든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으로 나타났
이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

다. 연구모형 적합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CFI,

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상으로 구

TLI(≥.90), RMSEA(≤.08)일 경우 적합한 모

성된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문항이 기존

형으로서 평가된다(김계수, 2004). 각 요인별로 살

선행연구와 같은 요인으로 나뉠지에 대해 명확히

펴보면 CFI는 .948~.998, TLI는 .938~.993,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RMSEA는 .021~.053으로 나타나 적합한 기

실시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

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모형적합

으로 구성개념들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도는 χ²=2549.027, df=1078, CFI=.917,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LI=.910, RMSEA=.043으로 나타났다. 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항목의 요인적재량
은 .419~.910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문항 제

라서 이 연구의 구성개념들은 모든 기준치를 충
족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거 기준인 0.4 이하의 적재량이 나타난 항목들은

위와 같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들

삭제하였다. 신뢰도 계수값의 경우, .711~.893

간의 판별타당성 충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Factor loading

COVID-19
risk perception

Stress
COVID-19
perceived
stress
Stress
(reverse)

S.E.

Z

.601

.037

16.362

.644

.030

21.314

.557

.033

16.826

.522

.039

13.259

.532

.039

13.594

.483

.035

13.919

.720

.024

30.554

.760

.022

34.401

.742

.022

33.903

.594

.027

21.979

.676

.031

21.503

.532

.031

17.056

.815

.022

37.527

.785

.023

34.825

.532

.031

17.055

.529

.031

16.855

Model-fit
CFI=.997
TLI=.993
RMSEA=.021
χ²=8.019
df=6

CFI=.990
TLI=.984
RMSEA=.033
χ²=52.19
d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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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ontinued)
Factor

Factor loading

Being away

Fascination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Coherence

Compatibility

Mental
well-being

Revisit
intention

S.E.

Z

.703

.024

28.993

.647

.026

24.914

.719

.024

30.435

.623

.028

22.589

.712

.021

34.636

.736

.019

38.019

.669

.023

29.242

.633

.025

25.758

.655

.024

27.844

.726

.021

34.732

.686

.022

31.131

.585

.027

21.921

.730

.020

37.039

.533

.028

18.955

.506

.029

17.342

.812

.015

55.095

.923

.010

94.59

.859

.013

67.95

.753

.019

40.316

.697

.024

28.705

.826

.018

45.856

.688

.024

28.744

.656

.025

26.564

.457

.033

13.929

.501

.031

15.924

.855

.014

60.159

.654

.024

27.308

.837

.015

55.847

.639

.025

25.399

.769

.018

42.104

.824

.020

41.756

.866

.018

48.457

.816

.018

44.474

Model-fit

CFI=.948
TLI=.938
RMSEA=.053
χ²=762.078
df=249

CFI=.998
TLI=.992
RMSEA=.044
χ²=7.304
df=3

df=0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은 서로

분석 결과, 각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

었으며, 또한, 모든 요인이 다중공선성 문제 기

재변수 간에 낮은 상관을 보인다면 판별타당성이

준인 .8 이하의 높지 않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상관관계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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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RP

PS

PS-R

BA

FAS

EXT

COM

MW

RP

1

PS

.419***

1

PS-R

.003

.120***

1

BA

.187***

.160***

-.120***

1

FAS

.200***

.137***

-.177***

.591***

1

EXT

.021

-.194***

.081**

.072*

.320***

1

COM

.125***

.144***

-.216***

.492***

.564***

-.048

1

MW

-.032

-.168*** -.487***

.167***

.263***

-.055

.365***

1

RI

.131***

.111***

.406***

.671***

.350***

.366***

.216***

-.119***

RI

1

*p<.1, **p<.05, ***p<.01
Note. RP: Risk perception, PS: Perceived stress, PS-R: Perceived stress(reverse), BA: Being away,
EXT: Extent, COM: Compatibility, MW: Mental well-being, RI: Revisit intention

은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경로계수 .138, t=2.484)을 미친다. 가설 2,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SRMR을 제외한

코로나19 위험지각은 지각된 회복환경에 유의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

정(+)의 영향(경로계수 .293, t=6.747)을 미

였다. 일반적으로 SRMR이 .08 이하일 경우에

친다. 가설 3,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지각된 회

모형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 모형에서

복환경에 유의한 부(-)의 영향(경로계수 -.221,

는 SRMR이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t=-3.595)을 미친다. 가설 4, 코로나19 스트

다른 적합도 기준이 양호하며 .10 이하의 SRMR

레스는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부(-)의 영향(경로

값도 수용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선행연구(Hu &

계수 -.824, t=-11.060)을 미친다. 가설 5,

Bentler, 1999)도 존재하므로 이 연구모형이

지각된 회복환경은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정(+)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의 영향(경로계수 .174, t=3.219)을 미친다.

구성한 구조모형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연

가설 6, 지각된 회복환경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

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총 7개의 가설 중 가설 7

한 정(+)의 영향(경로계수 .768, t=30.857)

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을 미친다. 가설 7, 정신적 웰빙이 재방문 의도

(<Table 6> 참고). 가설 1, 코로나19 위험지각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Goodness-of-fit
χ²

df

2557.088
Criterion

1081

χ²/df ≤ 3

CFI

TLI

SRMR

RMSEA

.917

.910

.084

.043

≥.90

≥.90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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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Table 6>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Independent variable à Dependent variable

β

S.E.

t-values

Decision

H1

Risk perception à Stress

.138

.056

2.484**

Supported

H2

Risk perception à Restorativeness

.293

.043

6.747***

Supported

H3

Stress à Restorativeness

-.221

.061

-3.595***

Supported

H4

Stress à Mental well-being

-.824

.074

-11.060***

Supported

H5

Restorativeness à Mental well-being

.174

.054

3.219***

Supported

H6

Restorativeness à Revisit intention

.768

.025

30.857***

Supported

H7

Mental well-being à Revisit intention

.022

.034

0.635

Not supported

**p<.05, ***p<.01

다음으로, 위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영향관계

코로나19 위험지각이 갯벌 재방문 의도에 미치

로 나타난 경로를 바탕으로 하여 총효과 검증을

는 영향을 살펴본 구조모형 경로의 총효과는

실시하였다(<Table 7> 참고). 먼저 경로 1에서

.200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험지각

는 코로나19 위험지각이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이 높을수록 갯벌 재방문 의도도 높다는 것을 의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재방문의도에는 부정적인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위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경로 2 검증 결과, 코로나19 위험지각이 높아질

대한 스트레스도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갯벌에

수록 지각된 회복환경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갯

서의 회복환경을 높게 지각하고, 나아가 앞으로

벌 재방문의도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갯벌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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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stimation of total impact
Indirect
impact
COVID-19 risk perception à Revisit intention
Route 1
Route 2

COVID-19 risk perception à COVID-19 perceived stress à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à Revisit intention
COVID-19 risk perception à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 à Revisit intention

Ⅴ. 결론 및 시사점

Total
impact
.200
(.034)

-.023
.225

트레스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위험지각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험지각은 개인의 주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과 스트

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레스가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을 통해 개인의

외부 자극을 통해 지각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정신적 웰빙과 갯벌 재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

Slovic et al.(1980)은 이를 위해 올바른 정보

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와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를 위해 각 요인의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정신적 웰빙에

으로 검증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824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로나

19가 개인의 정신적인 측면에 끼치는 부정적 영

19 스트레스가 갯벌의 지각된 회복환경을 매개

향을 갯벌의 환경을 통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로 하여 정신적 웰빙에 –.023으로 감소한 영향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7번째 가설인 정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돈

신적 웰빙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

각 외(2020)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한 나머지 6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가설

코로나19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적 웰빙에 미

에서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

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지각된 회복환경

인하였다. 또한 총효과 검증 결과, 코로나19에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

대한 위험지각이 갯벌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한 결과는 Ohly et al.(2016)이 언급한 회복환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경을 통해 정신적 회복을 꾀하면서 궁극적으로

경로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질(well-being)을 향상시킨다는 점과도 같

첫째, 코로나19 위험지각과 스트레스는 정

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스트레스

(+)의 영향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윤지인 외

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웰빙은 크게 감소할 수

(2021) 및 Kuang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있으나, 회복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정신적 웰빙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

감소폭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즉, 코로나19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

셋째, 지각된 회복환경이 정신적 웰빙과 갯벌

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

재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어, 김진옥 외(2016) 및 이진의 외(2015)의 연

위험지각이 낮은 개인보다 위험지각이 높은 개인

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갯벌이 회

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

복환경임을 많이 지각하는 사람은 정신적 건강도

문에(Lopez-Vazquez & Marvan, 2003), 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갯벌을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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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7번째

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

가설인 정신적 웰빙과 재방문 의도의 관계는 정

다. 이와 더불어 갯벌의 풍부한 해양자원이 건강

(+)의 방향이나 유의하지 않았다. 황지은ㆍ장태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갯벌에서 제공하고 있

수(2021)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측한 예상 결

는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와 영향 방향은 같으나, 이러한 관계가 연구모

등의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형에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 선행연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갯벌 방문객

구에서의 정신적 웰빙은 관광지 방문보다 더 넓

이 갯벌의 풍부한 해양자원이 제공하는 회복환경

은 범위의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나 우울증과 같

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은 부정적 정신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재방문 의도에 상당히 큰

으로 사료된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각된 회복환경이 개인의

둘째, 위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과 더

정신적인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불어 갯벌을 통해 코로나19 위험지각과 스트레

에, 관광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 웰빙을 측

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갯벌관광의 안전성을

정했다면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예상

확립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코로나19 감염에

된다.

대한 두려움은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두려움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갯벌이 치유 및 회복 프

같다. 첫째, 갯벌의 회복환경에 대한 지각을 향

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더라도 관광객들의

상시킬 수 있도록 갯벌 환경을 활용한 치유 및

방문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

회복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

에 없다. Slovic et al.(1980)은 개인의 기억

은 전 세계적 감염병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

가능성과 상상 가능성이 두려움을 강화시킬 수

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고, 결과적으로는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

편향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의존하지 않

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박용천ㆍ박기호ㆍ김

도록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도하는

나은ㆍ이주희ㆍ조수린ㆍ장지희ㆍ정다운ㆍ장은

것은 중요하다(Slovic et al., 1980). 따라서

진ㆍ최기홍, 2020). 따라서 각 개인이 자신만의

갯벌의 회복환경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회복환경을 찾아 나서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

갯벌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

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갯벌

정들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리는 것은 물

환경을 활용한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제공을 그

론이고, 이 관광지에서의 방역과 거리두기가 잘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갯벌과 같은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양자원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은 개인의 수면의

이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산림자원을 중심으

질과 기분상태, 그리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로 이루어진 회복환경에 대한 연구를 해양자원인

도움을 줄 수 있다(이상아ㆍ이성재ㆍ육영숙ㆍ허

갯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제로 회복환경으

유정ㆍ이민구ㆍ조휘영ㆍ이재헌, 2018). 정부차

로써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원에서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인프라 조성 및 치유산업

로나19로 인한 정신적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해양수산부, 2021)

기에 갯벌의 자원을 활용한 회복 방안을 제시하

이 있는 현 시점은, 갯벌을 통한 치유 경험에 대

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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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McCay, E. A., & Wignall, R. (2005). The

에서 시의적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사료된다.

experience of quarantine for individuals

다만 이 연구를 활용하거나 해석할 때 다음과 같

affected by SARS in Toronto. Public

은 한계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
의 대상지는 특정 갯벌이 아닌 우리나라 갯벌 전
체이다. 따라서 특정 갯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연구 결과는
갯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
서의 정신적 웰빙이 갯벌 방문을 통한 정신적 웰
빙이 아닌 일상에서의 정신적 웰빙을 묻는 질문
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가설 7이 유의한 결
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갯벌 방문을 통한 정신
적 웰빙을 직접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특정 갯벌을 방문한 후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더 효과
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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