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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미래 위

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녹색 패러다임

이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균형, 지속

가능한 공생과 형평, 번영의 가치를 강조하는 UN의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비롯하여 녹색도시, 녹색경제, 

녹색돌봄, 녹색 뉴딜, 녹색성장 등의 정책과 연구개발 사

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Choi, 2009; Kim, 2018).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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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paradigm of green has been expended as the co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agro-healing projects 

increasingly have been a priority at the national policy and investment area.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current overview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related to agro-heal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generally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national R&D related to agro-healing over the past five years. Dataset were gathered from provided by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word cloud techniques were applied.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amounts of number and 

funding related to agro-healing projects have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d the highest 

number of research, and it was found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ve spended a lot of money on agro-healing. 

As a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field of agro-healing projects, especially at the multisectoral and intersectoral 

level for improving health, well-being and a sustain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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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녹색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회, 도

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 복지, 공공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 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융합과 연

계의 상호활동이라는 점이다(Dominelli, 2014; Fay, 2012; 

Kim, 2018; WHO, 2018). 

이러한 녹색 정책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변

화의 흐름에 맞추어 치유농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 R&D)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

리나라의 치유농업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 정책의 대안으로 급속

히 성장하고 있으며(Lee et al., 2013), 국가 R&D는 한 

국가의 주도적인 연구개발과 성장 동력을 상징하는 대표

적인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유럽 지역의 치유농업은 이미 치

매 노인과 발달 장애인, 중독환자, 비행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심리사회적인 치유와 재활에 효과적인 공

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Murray et al., 2019). 또한 각 

국가별로 치유농업의 개념, 목적, 영역, 대상 등이 명확

히 설정되어 있으며(Gim et al., 2013), 인구와 자원이 부

족한 농촌 지역의 여건 개선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 돌봄, 고용, 농업, 지역개발과 균형과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Hassink, et al., 2014). 이에 유럽연합의 국가과학기술 연

구 분야에서의 접근은 크게 치유농업의 건강 효과, 사회

경제적 효과, 관련 정책의 활성화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

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치유농업 국가지원센터가 설치, 운

영되고 있을 정도이다(Lee et al., 2013). 더 나아가 최근

의 치유농업 연구와 사업 동향은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 

교육 및 건강, 복지, 고용 등 다양한 학제 간의 공동 창

조와 공유를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Hassink, et 

al., 2014; Iacovo et al., 2015).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농업 및 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

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Gim et al. 2013).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나 일반인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재활이나 실천의 효과성(Jang et al., 2019a; Jang et al., 

2019b; Jeong et al., 2020; Kang and Back, 2017; Kim, 

2021; Kim and Kahng, 2014; Lee, 2010; You and Shin, 

2019)과 같이 미시적인 접근에 편중되어 왔다. 최근 들

어 치유농업 참여 인식이나 수요(Bae et al., 2019a; Kim 

et al., 2020), 치유농업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

안(Bae et al., 2019b; Lee at al., 2013; Lee at al., 2020: 

Yu and Oh, 2020)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는 적은 편이다. 이를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연구개발사업은 주로 치유농업 도입과 기반을 

다지기 위한 농업 관련 주무부처나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치유농업

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학제의 융복합적 관점과 거시적인 

국가 R&D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수요

와 위상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행

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 국민 손으로 뽑은 7대 중점 협

업과제’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년 2월 17일자). 여기에 치유농업 연구개

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향후 5년마

다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위한 정

보망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나

라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 다양한 정책 영역과 주

체들에서 거시적으로 추진되어 온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

발사업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치유농업

에 대한 거시적인 공동의 추진 방향과 연계 방안 을 마

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2016∼2020) 우리나라 치유농업과 관

련된 국가 R&D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국내 18개 부처와 청에서 수행된 국가 R&D 사

업에 대한 과제정보와 논문, 특허 등의 연구개발성과정

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 http://www.ntis.go.kr)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서비

스는 국가 R&D 동향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나

라 전체 국가 R&D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분석까지도 가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에

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Yang et al., 2018). 둘째,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국내 치유농업과 관련된 국가 

R&D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치유농업 관련과 

관련된 정책과 실천의 활성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국가 R&D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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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제,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NTIS 홈페이지(http://www.ntis.go.kr)에서 관련 자료

를 다운로드 받아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추출된 

2차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5개년 동안(2016∼2020) ‘치유농업’

과 관련된 주요 검색 키워드를 입력 후 Table 1.과 같이 

과제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관련된 토픽들을 추출하여 분

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첫째, 분석자료 구축을 위한 핵심 검색 키

워드를 “치유농업”, “치유농장”, “care farm”, "원예치유"

로 입력하였으며, 최근 5개년(2016∼2020년) 검색 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과제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를 추출하였다. 

셋째, 과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중복을 제거한 후 분석 

대상 데이터를 구축한 후 기초데이터(연구목표, 연구내

용, 기대효과, 키워드 등)를 바탕으로 파이썬(Python)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여 치유농업 관련 국가 

R&D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Figure 1.). 일반적으로 워

드 클라우드 기법은 문서 집합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 수

를 비중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결과값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단어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은 크기가 시각화된 

결과로 제시되기 때문에 문서나 기록 등의 전통적인 데

이터와 검색엔진이나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

터 분석과 이해를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III. 연구결과

1. 핵심키워드

치유농업의 국가 R&D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

해 과제정보 내의 한글 키워드와 영문 키워드 컬럼에 있

는 단어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생성 결과, 한글 키워드에서는 Figure 2.와 같이 “원예

치료”, “치유농업”, “도시농업”, “사물인터넷”, “치유”, 

“학교텃밭”, “상호작용”, “스마트팜”, “활동”, “반응”, “도

시녹화” 등이 상위에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 R&D의 핵심 키워

드로 원예치료가 치유농업의 도입과 활성화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우위를 보이는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치유농업의 활동이나 형태

도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키워드로 생성한 결과는 Figure 3.과 같이 

“Horticultural Therapy”, “Urban Agriculture”, “Community 

Garden”, “Fruit Tree”, “Agro-Healing”, “Therapy”, “Urban 

Greenery”, “Smart Farm”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Data collection Data refinement Data analysis 

ㆍData collection 

using NTIS

ㆍKeywords 

derivation of 

R&D project

→

ㆍRemove 

duplicate data

ㆍData extraction 

from information 

of R&D project

→

ㆍTrends 

analysis 

ㆍWord cloud 

analysis

Figure 1. Process of trends analysis on R&D project

Figure 2. Word cloud analysis(Korean keywords)

Item Information

Name of 

government 

department

The nam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ex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me of R&D project The name of R&D project

Number of R&D project
National R&D project number issued 

by NTIS

Name of R&D 

project(Korean) Official name of detailed project 

nameName of R&D 

project(English)

...

Objectives of R&D project Specific objectives of R&D project 

Contents of R&D projects Abstract of R&D project

Benefit of R&D projects Abstract of benefits by R&D project

Korean keywords 
About 5 Korean keywords that 

projects was represented

English keywords
About 5 English keywords that 

projects was represented

Table 1. Items of R&D projec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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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글 키워드와 다르게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용어는 없었으며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

리나라의 치유농업 관련 국가 R&D는 앞서 살펴본 치유

농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연구의 동향과 일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원예치료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치유농업의 형태와 

활동 등의 특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투자동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개년 간 치유농업 국가 

R&D의 전체 과제 수는 Table 2.와 같이 약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Table 3.과 같이 전체 연구비 총액은 최근 5년간 

U자형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도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치유농업 국가 R&D 과제 수에 대한 증감 추

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치유농업의 선도와 연구개발의 주무부처인 농촌진

흥청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과

제 수 현황을 보이고 있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점진

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

식품부 역시 감소세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과 

2019년에 진행하였지만 그 수는 동일하였다. 반면, 교육

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

Year Number of R&D projects 

2016 80

2017 64

2018 59

2019 56

2020 55

Total 314

Table 2. Total number of R&D projects

(unit: number) 

Year Total cost of R&D projects

2016 10,082,980,000

2017 7,252,323,000

2018 5,716,559,000

2019 7,821,836,000

2020 11,029,915,000

Total 41,903,613,000

Table 3. Total cost of R&D projects

(unit: won)

(unit: number)

Education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Rural 
Development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Health and 
Welfare 

Trade, Industry 
& Energy SMEs Science 

& IcT Forest SMEs & 
Startsups

Figure 4. Annual total number of government department R&D projects

Figure 3. Word cloud analysis(English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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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2016년에만 추진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볼 때, 치유농업에 대한 연도별 부처의 국가 

R&D 연구 과제 수는 농촌진흥청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교육부 역시 매년 일정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농업기술 향상과 관련된 과제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연도별 과제수가 가장 많은 농촌진흥청의 과제에 대

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Figure 5.와 같이 “치유농업”, 

“원예치료”가 가장 큰 상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시농업”, “도시녹화”, “치유”, “활동”, “반응”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하위로 표기된 것들은 바이오빌딩, 공조시스

템 녹화 유니트 등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되었다.

다만, 부처별 연구비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구

성되기 때문에 단순 과제수의 증가가 투자 추이를 정확

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연도별 연

구비 규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그 결과는 Figure 6.

과 같다.

흥미로운 점은 부처별 각 연도별 연구비의 규모는 앞

선 연구 과제 수 현황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구과제 수는 농촌진흥청이 압도적으로 높

았지만, 연구비는 매년 일정정도의 연구비 규모를 확보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8년 이후 연구비의 

증가 폭이 매우 크고, 전체 및 2020년 연구비 부처 중

에서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치유농업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는 Figure 7.와 

같다.

(unit: 1 billion won)

Education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Rural 
Development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Health and 
Welfare 

Trade, Industry 
& Energy SMEs Science & IcT Forest SMEs & 

Startups

Figure 6. Annual total funding of government department R&D projects

Figure 7. Word cloud(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Figure 5. Word cloud(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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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헬스케어”, “아이오티(IOT)”와 같은 용어

가 상위에 드러나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치유농업의 인프라 구축 

및 시설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둔 연구에 보

다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치유농업 관련 국

가 R&D가 서구의 치유농업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관련 및 산업기반과 활용과 같은 성격

의 연구개발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

타났다. 치유농업의 이러한 양적인 진전과 변화는 곧 농

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산업과 미래 차원에서 매우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NTIS 홈페이지(http:// 

www.ntis.go.kr)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의 치유농업 

관련 국가 R&D 동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주요 검색어를 투입 후 워드 클라우드 분석방법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치유농업 관련 국

가 R&D는 취약계층에 치유농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제도화나 관련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가 R&D가 폭넓게 진행

되어 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국가 R&D가 많이 진행되어 온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구비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처별 연구 분야의 특성과 현황 역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치유농업과 관련한 

과제의 부처별 증감동향은 부처별로 과제에 공모 방법, 

규모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감 추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부처별 편중은 존재하지만 치유농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국가 R&D 총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 관련 국가 R&D 

연구비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성

장과 개발의 주요 정책과 성장동력으로서 치유농업의 비

전과 중요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21년 3월 치유농업육성법이 실행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R&D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치유농업과 관련한 국가 R&D는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치유농업이 기존의 농

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발전뿐만 아니라 다학

제, 다영역의 정책과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이 중요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

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간의 협업과제를 통해 치유

농업의 연구개발사업 영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물

론 현재 부처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R&D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협업의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농업과 

농가의 수익창출 모델, 치유농업 시스템 개발과 산업화 

및 실용화 방향에서 범부처 간 협업 역시 중요하다. 

동시에 농촌진흥청은 아동과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치유농장 등의 제도화 등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의 제도화 과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투자와 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

업과 복지, 고용, 산업, 사회적 가치 등의 융복합 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러한 특성과 효과가 반영된 과학적 

측정도구 개발, 운영, 효과성 검증, 실행화 등의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치유농업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주요 검색 키워드를 “치

유농장”, “케어팜”, “치유농업”, “원예치유”만으로 한정해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제한된 연구방법 사

용과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부처별 치유농업과 국외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비

교를 통해 주요 특성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

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사회복지제도와 

농업농촌정책 융복합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농공존 거

점공간 모델개발 연구, 과제번호: NRF-2019S1A5A2A0 

30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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