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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과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도시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유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을 위하여 노후준비도, 치

유농업 공급조건, 치유농업 제공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일부지역의 3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56부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선형회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 그리고 경제적 준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치유농업 공급조건의 자연경관,, 접근성, 안전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전문성은 기각되었다. 셋째, 치유농업 제공서비스의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치유농업 공급조건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치유농업 제공서비스에서는 치유시설이 잘 갖춰져야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

비자의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치유농업, 이용의도, 치유농업 공급조건, 치유농업 공급서비스, 노후준비도

Ⅰ. 서론

1.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

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다(통계청, 2017)..

(최선미·김순은, 2014)은 고령자에 대한 공경을 중요한 덕

목으로 강조하였던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

화를 겪으면서 고령자의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의 문제

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박지영(2004)은 

노인자살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와 노인의 심리적 

소외감,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정신적인 문제, 즉 

우울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농장과 농촌경관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도입

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의 6차 산업화 추진과 농업

의 다양화 경향은 국민의 건강을 농업 체험과 연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는 네덜란드 와게닝겐 UR과 2014년부터 치유농업 공동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에 치유농업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

다(박수영, 2016). 국내 치유농업의 현황은 원예·산림·동물

치유 등의 일부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일부 

농가 또는 농장에서 체험활동 과정 중에 단편적이고 소규

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유농업이 초기단

계에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

해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 제

시함으로써 도시거주자들과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

요한 노인들에게 치유농업 활용으로 건강을 증진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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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

화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요인 중 어느 변인이 이용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자

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유농업

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치유농업 활

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치유농업의 개념 및 유형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경관과 농장을 활용하여 육체적·정

신적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김경미 외, 2013).  

(Elings, 2012; Hine et al., 2008)는 치유농업이란 농사와 

농업활동과 농촌경관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재활 훈련들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박소리(2015)는 학생들의 치유농업 활동 선호도의 

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로 학생과 교사의 선호모델과 교

육중심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Hassink et al.(2007)는 네덜란드의 국립농업인구조사의 

Care Farm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Care Faring 분야의 고

객수와 농장수의 규모 연구결과 치유농업에 대한 높은 전

문성과 사회적 욕구를 바탕으로 적합한 환경시스템을 확

립하고 있다고 하였다. Hine et al.(2008)는 영국의 Care 

Farming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Care Farm 활

동에 참여자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농업활동을 하는 동안 긴장감과 혼란, 분노, 우울증과 같

은 감정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 치유농업은 참여자, 

프로그램 진행자, 사회복지기관,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간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농업을 통해 건강증진, 교육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2.2 노후준비도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고령자의 경우에는 노

후 준비 정도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정순둘·김성원(2013)은 노년기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비하여 건강행동을 선

택하는 것이 신체적 노후 준비라고 하였다. 

강성옥·하규수(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 심리적 안녕감, 

자기 조절능력 등이 정서적 노후준비 과정에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예심(2014)은 노후준비란 은퇴기 이후 불확실한 미래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 정서

적 준비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유인순·최수일(2012)은 노

후를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자원의 준비 정도를 판단하

고, 필요자원을 예측하여 준비하는 노력을 경제적 준비라

고 하였다. 

2.3 치유농업 공급조건

오도원(2007)은 자연경관은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심미적 

감정 안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시각대상을 경관자

원이라고 하였다. Calson(1976)은 관광자가 목적지를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에서 방문의 

용이함과 접근성 여부, 비용, 공간의 매력성을 제시하였다.

Haahti(1986)는 관광지의 포지션에 관한 연구에서  10가지 

선택 속성 중 접근성은 소비자들의 관광지 선택행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하정순(2007)은 주거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요소로 안전

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omberg(2003)

은 전문성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인 역할을 통해 

관련기술, 지식, 행동, 태도, 가치관, 신념, 관심사, 자질 및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최승호(2009)는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노년기 주거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치유농업 공급조건 중 경제성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을 

통하여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농촌치유 제공서비스

농작물 재배 변인과 관련된 원예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최주연(2003)은 원예활동을 통하여 생물 전반에 대한 지식

과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환경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옥진(2016)은 동물매개 치료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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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 설계된 치료법을 말한다고 하였다. 

Tribenbacher(1998)은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은 동물과 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인과 소아의 정신적 치료, 요양

기관에서 보조치료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동물매개치료에 

관한 연구로 Ruckert(1987)는 기존의 심리치료 방법들은 환

자들의 감정, 경험 등의 노출로 환자들이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있는 경우 동물매개치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치유

농업 제공서비스 요인 중 치유시설과 관련한 연구는 자연

환경과도 연관되는데 정순남(2004)은 자연에서 접하게 되

는 나무, 풀, 숲, 꽃, 흙과 언덕, 시냇물, 각종 곤충 등 자

연의 소재들이 치유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2.5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한소라(2016)는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농업자원, 교육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가 신뢰를 매개하여 농촌교육농장의 방문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김남희(2015)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의도에 관

한 연구’에서 치료서비스 이용의도에 주관적 규범과 지각

된 행동 통제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박진석(2015)은 지각된 의료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브렌드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브렌드 신뢰와 

지각된 서비스 가치가 의료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인 노후준비도와 치유

농업 공급조건, 치유농업 제공서비스로 정하여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탐구하고자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서울, 광

명, 김포, 성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 총37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연

구변수에 대한 응답에서 결측치가 존재하거나 응답의 패

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14부를 제외하고 356부를 분석대상

으로 확정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소비자들이 치유농업을 이용함

에 있어 환경과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인지하는 정도로, 

제공서비스의 조작적 정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는 

치유활동으로, 노후준비도의 조작적 정의는 행복하고 편안

한 노후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

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로 정의한다. 치유

농업 이용의도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잠재적 소비자

가 치유농업으로부터 제공되는 공급조건 및 서비스에 대

한 검토를 토대로 치유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 이용하

고자 하는 의지, 미래의 이용계획 여부의 개념으로 정의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3.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선행연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 숲에 관한 연구 등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만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노후준비도, 공급

조건 제공서비스의 변인들이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 대한 논리적 구조는 한소라(2016)의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

구모형을 참조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노후준비도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이 용

의 도

치유농업 공급조건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전문성

-자연경관

치유농업 제공서비스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소비자들의 노후준비도는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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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치유농업 공급조건은 소비자들의 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치유농업 제공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 가설의 검증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가설검증

본 연구는 치유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독립변인으로 노후준비도, 공급

조건, 제공서비스를, 종속변인으로는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설정하였다.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설정된 가설검

증은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적

합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1 노후준비도가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노후준비도 하위변수인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

적 준비와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1>과 같다.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 변수는 종속변수 이용의도와

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도의 정서적 준비 

변수는 종속변수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준비는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

비 모두 VIF 값은 10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았다. 

표준화계수인 베타 값이 신체적 준비( .126), 정서적 준비

( .229), 경제적 준비( .353)으로 나타나 3가지 변수 중 경

제적 준비가 이용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

로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비교적 

여가와 같은 성격의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아

지는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노후준비도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종속 (상수) 1.397 .235 5.937 .000

이용

의도

신체적 준비 .104 .038 .126 2.718 .007 .997 1.003

정서적 준비 .198 .043 .229 4.589 .000 .856 1.168

경제적 준비 .316 .045 .353 7.058 .000 .856 1.168

R : .498a

R 제곱 : .248

표준오차 : .643

제곱합 : 47.961

평균 제곱 : 15.987

F : 38.633

4.1.2 치유농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 검증결과

차유농업 공급조건의 하위변수인 자연경관, 접근성, 경제

성, 안전성, 전문성과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와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표 2>과 같다. 

치유농업의 공급조건의 자연경관은 이용의도와의 관계에

서 유의확률 값이 P<0.05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접근성은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

확률 값이 P<0.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자연경관, 접근성의 VIF 값은 10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성은 이용의도

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5으로 나타나, 변수 간

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성은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F 값은 10이

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성은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5으로 나타나, 

변수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유농업 공급조건의 하위변수 중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자연경관, 접근성, 

안전성 중 표준화된 계수인 베타 값이 자연경관( .136), 안

전성( .198), 접근성( .217)으로 나타나 3가지 변수 중에서 

이용의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순위는 접근성, 안

전성, 자연경관의 순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검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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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치유농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종속 (상수) 2.077 .256 8.124 .000

이용

의도

자연

경관
.122 .048 .136 2.528 .012 .856 1.168

접근성 .213 .051 .217 4.214 .000 .936 1.069

경제성 .025 .040 .033 .623 .534 .902 1.109

안전성 .154 .040 .198 3.870 .000 .947 1.055

전문성 .012 .042 .014 .275 .784 .969 1.032

R : .359a

R 제곱 : .129

표준오차 : .694

제곱합 : 24.956

평균 제곱 : 4.991

F : 10.357

4.1.3 치유농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

치유농업 제공서비스의 하위변수인 농작물재배, 동물매

개, 치유시설이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선형회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치유농업 제공서비스의 농작물재배는 이용의도와의 관계

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매개는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 값이 P<0.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유시설은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

의확률 값이 P<0.00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농작물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의 VIF 

값은 10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공서비스의 하위변인인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 등 3가지 모두가 치유농업 소비자의 이용의도와 

유의적인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치유농업에서 제공되

는 서비스 중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치유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치유농업의 시설에 해

당하는 심리 상담실, 세미나실, 숙식 공간, 야외시설 등이 

소비자들의 이용의도를 높이는 데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는 연구결과로 보여 진다.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

설 중 표준화된 계수인 베타값이 농작물 재배( .158), 동물

매개( .214), 치유시설( .299)로 나타나 3가지 변수 중에서 

이용의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순위는 치유시설, 

동물매개, 농작물재배의 순으로 밝혀졌다. 

<표 3> 농촌치유 제공서비스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종속 (상수) 1.576 .222 7.104 .000

이용

의도

농작물

재배
.131 .040 .158 3.310 .001 .965 1.036

동물매개 .204 .048 .214 4.298 .000 .891 1.123

치유시설 .255 .043 .299 5.926 .000 .864 1.157

R : .474a

R 제곱 : .225

표준오차 : .653

제곱합 : 43.524

평균 제곱 : 14.508

F : 34.022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

을 위하여 독립변인으로는 노후준비도, 치유농업 공급조

건, 치유농업 제공서비스를 설정하고 종속변인으로 소비자

의 이용의도를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 소비자들의 노후준비도가 치유농업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3가지 가설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관

계가 검증되어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은퇴 이후 고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치유에 필요한 치유농업 이용의

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증결과

이다. 시사점은 치유농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치유농업 이

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

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설 2 치유농

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

제성은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되었는데, 유사 선행연구에서 최승호(2009)는 실버타운 

선택의사는 저렴한 주거비용과 임대료 등 경제성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요인이 

치유농업 이용의도와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는 실버타운과 

치유농업에 대한 ‘경제성’ 인식이 상이함을 나타내는 결과

로 보여 진다. 

소비자들의 치유농업 이용의도에서 접근성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이 소비자들과 가까이 소

재하는 도시 근교에 위치할 때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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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여 진다. 도시근교는 토지나 설비비용이 많이 소

요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유농업 공급조건 중 안전성의 변인도 매우 중요한 변

인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치유농업

의 설립 인 허가와 관리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가설 3인 치유농업 제공서비스가 이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3가지 가설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검증되어 모두 채택되었으며, 그 중에 치유시

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치유농업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 결과로 치유농업을 인허가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치유농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들, 즉 세

미나실, 숙식 공간, 야외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기

준이 마련되어야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1 시사점

우리나라는 유럽 농업선진국들에 비해 치유농업분야가 

아직 초기단계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고찰과 본 검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향해야 할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근교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정착기까지 다양한 지원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아직 치유농업이 초기단계인 우리농촌에서는 치유

농업개념조차 생소하므로 운영주체인 농업종사자들이 사

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치유농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모델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노년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치유농업 이용이 

가능하므로 젊어서부터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후설계사

업과 치유농업 활성화사업을 연계하는 융합모델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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