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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녹색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방법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전공 교수

Strategic� Planning�Methods� for� a�Green�Care�Complex� in�Geumsan

Park, Eun Yeong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strategic planning methods readily applicable to building a green care complex in 
Geumsan County that will offer rests, activities, and healing experience based on care-farming as a source to revitalize 
the county’s industry and agriculture. The focus of the study was on developing basic plans for the convergent care-farm 
that will deliver the values of healing, smart, care, and culture and presenting spatial concepts, programs, and 
space-specific plans. In the center of the complex is a plaza that also serves as a healing garden, recreation care farm 
and areas facing the road, hence frequent contact with visitors, are allocated for parking space, amenities, resting places, 
and an animal healing center. Housing a smart farm, an outdoor demo-farm, a convention center, and a recreational 
forest, the slant areas in the rear are intended for professional activities and tranquil experienc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an attempt to find new ways to facilitate regional development and revitalize farm villages by identifying a candidate 
site for care-farming and applying essential programs thereto.

Key Words: Care Farm, Healing Garedn, Healing Contents, Bio-Care Fam, Local-Base Model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의 산업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낼 수 있는 치유농업을 기본으로 하여 녹색치유(green care)가
가능한 금산군을 대상으로 휴양, 체험, 치유의 기능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가능한 전략적인 계획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치유’, ‘스마트’, ‘돌봄’, ‘문화’ 등의 복합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융합형 케어팜으로 자리매김할
기본계획에 중점을 두어 공간구상과 프로그램, 공간별 계획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은
중앙부에 광장과 힐링정원을 공유하면서 도로와인접한 전면부는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편의시설과휴게공간, 
동물치유센터, 휴양형 케어팜 등으로 활발한 이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경사를 이용한 후면부에 스마트팜과
야외데모팜, 컨벤션센터와 휴양 숲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정적인 행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치유농업의 적용가능한 대상지를 설정하고,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대상지에 적용해봄으로써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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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

로인한갈등, 스트레스, 복지비용증가에따라 ‘치유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박선아 등, 2015). 치유의 개념

은지극히개인적일수있지만일상생활의공간과연계가된다

면사회적이거나커뮤니티적인성격을가질수도있다(민병욱,

2013). 치유는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통해 인

간에게정신적․신체적회복을주며, 이를 통해 건강한상태로

접근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최근사용되고있는치유정원(healing garden), 치유농장(care

farm)은기본적으로국민의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등의건

강을 도모하는활동과 산업을의미하며, 그 대상이 정원인지농

업․농촌자원인지에따라차이가난다고볼수있다. 치유농업

은 선진국인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작하였으며, 후발국

인우리나라는농업, 의료, 복지, 교육, 관광, 산업등다양한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기반연구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등국외에서치유농업은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

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용어가 다양하다(홍

지영과 이병오, 2016).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 어휘로 사용되는

단어는 ‘치유농업(care farming)’으로여겨진다(이상미등, 2016).

케어팜(care farm)은 채소와꽃등식물뿐만아니라, 가축기르

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목적은더건강하고행복한삶을추구하는사람들을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치료가필요한사람들을치유하는것이다.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https://www.nongsaro.go.kr).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돌봄, 저

출산, 여성의사회활동증가와이에따른일과가족의양립, 사

회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

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결합한 힐링 콘텐츠가 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활동과 건강척도를 고려한 농업과 자연치유 프로그램의

수요가증가하고있어, 치유를필요로하는수요자(국민)의욕

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활성화 수단으로 활

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의 필요성은 우리 농업․농촌은 천혜의 자

원을 간직한 보고로 휴식의 중심지, 건강한 먹을거리, 문화의

보존지로서 가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 우리가 주목하는

치유농업의긍정적인영향은농민과참여자뿐아니라, 지역 사

회에까지 포함된다. 선진 농업국들은 이미 치유농업의 개념이

정립되고, 다양한 지원 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농업의 주요한

산업분야로자리잡고있다. 그뿐만 아니라치유농업의다양한

차원의효과성에대한연구도많이이루어져있다. 치유농업의

효과 관련 연구자들은 치유농업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간접적인 효과 영역과 유형, 다양

한 효과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설정

한 치유농업의 효과 영역은 주로 대상별로 구분되며, 이는 치

유농업의 고객, 치유농업을 수행하는 농장 및 관련 조직, 지역

사회및국가등으로구분된다. 또한, 대상뿐만 아니라, 치유농

업 효과의 내용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다기능적 농업(multi-

functional agriculture)의 측면, 공중보건(public health) 측면,

사회통합적(social inclusion) 측면으로구분하여치유농업의효

과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농림축산부, 2016).

뿐만 아니라 치유(힐링)관광, 생태관광 등 자연친화적 지속

가능한 관광시장의 성장에 따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지역특성화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그러므로농업을근간

으로하며, 치유를매개로하는도농공존거점공간을조성하고,

주변 자원을 연계한 미래형 농촌활성화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수있다. 특히대상지로삼은금산군의경우, 이미 인

삼과 약초 분야의바이오산업단,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청정지역으로 휴양, 체험, 치유

의 기능을 융합한 형태의 새로운 케어팜의 조성가능성이 높다.

따라서본연구는지역의산업과농촌의새로운활력을찾아

낼수있는치유농업을기본으로하여녹색치유(green care)를

할 수있는실제대상지를중심으로휴양, 체험, 치유의기능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가능한 전략적인 계획방

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치유농업과 녹색치유의 개념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활동(agricultural activities)을 치료

발전과 새로운 농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치유농장, 치유정원, 힐링컨텐츠, 바이오케어팜, 지역거점모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2

16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나건강증진의목적으로이용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따라

서 치유농업 활동에는 농장과 같은 공간에서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다수의 집단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치유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Hassink, 2003; Parsons et al., 2010).

치유활동에 포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단에 따라 원예치

료, 동물치료, 농업치료, 야생치료 또는 생태치료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지만, 농업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녹색치

유(green care)의범주에포함할수있다(Sempik et al., 2010).

치유농업을 통한 치료는 단순히 자연에 대한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신체ㆍ정신적건강및복지증진을위한적극적과정이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좀 더 일반화한다

면 “농업ㆍ농촌자원이나이와관련된활동을이용하여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

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2013).

케어팜의 성격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 모델에

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맞추어케어팜은자연과의교감, 소규

모 농업활동 등치유서비스를 통해 질병의 완화, 예방을목표

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케어팜-사회로의

환원’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http://www.mohw.go.kr). 원예

치유, 과수, 채소등농작물의생장, 개화, 결실까지의농업치유,

동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동물매개치유, 자연이 선사하는

에너지의 산림치유 등과 같이 다양한 치유활동을 통해 시각․

청각․미각․촉각․후각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심리적 안정감

과자신감을회복하는등치료, 치유, 재활등에농업을이용하

기 위함이다. 치유농업은 기존의 농촌(체험)관광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 치유의 기능을 강조․발전시킨 개념이

다(농축산식품부, 2016).

녹색치유는 농장을 기반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활동으로동물, 식물, 정원, 산림 그리고 자

연환경(landscape)을 오락 또는 작업활동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녹색치유는 광의의개념으로건강을증진하기위해생물

적 및 비생물적 자연요소들을 폭넓게 치유활동에 포함하게 된

다. 따라서 궁극적인목적은사람의사회적, 신체적, 정신적및

학습적능력을유지및증진하는것이된다(Haubenhofer et al.,

2011; Hine et al., 2008).

2. 국내외 녹색치유공간의 동향

우리나라의 치유농장은 아직 시작단계로서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연구센터와 제작

한 6권 분량의 치유농업 총서를 배포했으며, 민간분야에서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소규모 치유 농장을 마련해 재

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관련 협회에

서는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들도취미로즐길수있는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의 사례로는 주로 지자체 및 산림청을 위주로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아토피

치유체험관’, 경기도양평 ‘산음치유의숲’, 전라북도진안 ‘아

토피 클러스터’ 등이 있으며,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립성인남성노숙요양시설인 ‘은평의마

을’에 신체적․정신적건강상태를고려한다양한형태의치유프

로그램을 이용한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ntoday.

co.kr). 청주시의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들의 빠른 적응

을 돕기 위하여 오송도시농업지원센터가 치유농장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인돌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외

텃밭 가꾸기 활동과 실내 원예체험 활동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고있다(http://jikjiworld.cheongju.go.kr). 이 외에도민간차원

에서 치유적 접근방식을 활용한 소규모의 춘천 ‘즐거운 농장’,

양양의 힐링캠프 ‘달래촌’,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경산의

‘뜨락’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개념을 치유의 숲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백두대간테라피 단지와 같이 대규모 치유단지를 조성

하고있고, 권역별로산림치유마을을조성하고있다(이연희등,

2014).

외국의사례로는네덜란드, 이탈리아등유럽에서주5일제가

확산된 1950년대부터치유농업이시작됐다. 유럽의치유농업은

치유기관소속 자체 농장을 통해 직접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

공하거나, 개인 농장과 협약으로 다양한 농업분야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의료와 건강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건강보

험과연계를통해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다양한형태로발전

해가고있다. 치유농업을하는케어팜(Care farm)이 네덜란드

의 1,100여곳을 비롯해벨기에 595개, 프랑스 500개, 오스트리

아 250개, 독일 16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높

음을 말해준다. 특히 네덜란드는 치유농업국가지원센터(The

National Support Centre)까지발족하여치유농장지원제도, 품

질보증마크제도, 국민건강보험 연계제도 등을 지원하는 등 치

유농업의선구자의역할을톡톡히보여주고있다(http://www.

nbiznews.net).

영국웰게이트시티팜(Wellgate City Farm, UK)은지역사회

구성원의교육, 연수, 치료 등을위한공간제공목적으로 1982

년 설립하여 자존감이 부족한 14세∼19세 탈선 청소년 치료프

로그램을 지역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아동의 특별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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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초등학교로 동물이동 케어, 지역 초등학교 커리큘럼

과 연계되어 학생ㆍ교사의 팜 방문 및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https://wellgatefarm.or). 그리스 카산드라(Cassandra) 교도

소농장은치료프로그램으로소, 돼지, 양, 새, 말사육장과밀,

옥수수재배지 270ha, 과수원 2,000주를 운영하고있다. 재배기

술 연수 등 직업재활효과가 높으며, 출소 후재범률을 낮추고

있다(https://sapsareee.tistory.com). 네덜란드 와게닝겐(Wa-

geningen) '후브 클라인 마리엔달(Hoeve Klein Mariëndaal)'

치유농장은 경영․치유․농업․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을

구성해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지적장애, 학습장애, 치매

노인 등 다양한그룹에서 농장 맞춤형 실내외 활동을한다. 또

한 지역과 연계한 정원관리 활동․레스토랑․회의실 등의 임

대사업과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기농 농산물 패키지 정기 배송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http://lib.rda.go.kr).

벨기에 안트베르펜(Antwerpen) 치유농장은 지방정부로부터

27ha의 부지를제공받아치유와자연보호를연계하고있다. 동

물을 이용한 치유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야생동물보호까지 영

역확장하고있으며, 공익법인성격과민간농장의성격을복합

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공영역의 업무를 민간경영 기법으로

운영하고있다(http://www.hani.co.kr). 독일비오호프겐슬러

농장은지역의장점을살린목축업을이용한농업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 환경적 여

건에맞게유기농농산물로특산물을직접가공해로컬푸드판

매장을통해판매하고, 농촌체험을온대상자들에게직접제조

를 해보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다양

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익

을 창출하는 케어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https://cnews.

thekpm.com).

3. 녹색 치유의 선행 연구

원예치유분야와 도시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와게닝겐UR(University & Research)이치

유농업 공동연구(2014년)를 진행하였으며(http://lib.rda.go.kr),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분야에 치유농

업을적용검토(2013년)하였다(https://www.kbmaeil.com). 정

순진 등(2015)은 네덜란드 케어팜(care farm) 사례를 조사하

고, 운영현황을분석하여국내치유농업의효율적정착을위한

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네덜란드치유농장설립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에서 분리된 대상자

들과의소통을위해농민, 정원․전원생활에관심이있는일반

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농업 활동에 기반한 사회,

교육,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 제공을 위함이며,

네덜란드 치유농장 시설은 아름답게 가꾼 정원을 바탕으로 교

육, 만들기, 소통을위한공간, 티룸(tea room), 레스토랑, 온실,

식물 기르는 공간, 동물쉬는공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

히고 있다.

그외에도문헌및통계조사를통한생애주기별치유농업서

비스수요를분석(배승종등, 2017)하거나, 치유농업육성기술

시범현황분석(강익범등, 2018)을 통해서농촌진흥청이식물,

동물, 곤충 등 농촌자원과 연계된 농업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개발 및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하기 위

한 농가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안제준(2018)은 국내외

정원 연구현황 및 치유적 활용방안을 연구하였고, 배승종 등

(2019)은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하고있다. 김대식(2016)은 치유농업과농촌지역개발상생방안

-힐링(치유)마을 만들기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신애 등(2017)은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등 치유농업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

행되고있다. 또한박화춘과강대구(2017)는 지역공동체활성화

에 기여한 미국의 치유농업과 우리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서 우리나라도 2013년 치유농업에 대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한

이후 관심도가 높아져 2016년도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치유농업관련 연구자, 행정가 및 관계인사가 참여하여 학술포

럼을 구성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치유농업의발전토대가 된 도덕적 치료 개

념을검토하고, 치유농업의유형인치유농장, 치유정원및동물

보조치료에대한미국의사례와이에관련된법령, 정책, 전문

단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

체가 휴경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정원이나

텃밭 운영, 학교 텃밭 가꾸기, 동물보조치료 등을 통한 초・중
등학교의농업교육, 지역사회교육, 건강한식생활유지등다양

한교육을위한실험실과학습현장으로서의활용현황을고찰

하였다. 치유농업과 녹색치유에관한여러분야에서연구가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대상지에서의 치유농업과 녹색

치유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설계 전략적인 방법은 아직 초

기단계수준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대상지 개황

본연구의대상지는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에위치하며, 대

상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태조대왕 태실과 태실 자생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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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하고 있으며, 만인산 자연휴양림이 시경계로 연접해있

으나대전시소재로뒤쪽산책로는연결되어있지만주접근은

시 경계인 추부터널를통과해야 진입할수 있게되어있다. 남

쪽은 J대학교가있으며동쪽에는주거단지와인근하숙촌이위

치하고 있다(그림 1∼그림 3).

2. 연구방법

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치유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에 근거한 융합형 통합발전 방안으로

‘치유’를 근간으로 하여이것이현시점의문화와 기술, 복지 등

을 아우럴 수 있는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도농공존의 거

점모델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치유’, ‘스마트’, ‘돌봄’, ‘문화’ 등의 복합적인 가치를 구현하

기 위한 ‘기능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케어팜으로 자리매김할

기본계획에 중점을 두어 공간구상과 프로그램, 공간별 계획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연구의주요관점은치유와문화를주제로한치유농장의

‘기능복합적’ 외부공간의조성이며, 현시점의중요한기술가치

인 4차산업과관련된스마트팜을통한지역산업의업그레이드

된 시설로서의 적용 예이며, 인근 대학의 발전과 인구감소, 절

대쇠퇴지역에서의 균형발전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이에 연

구는 현장여건조사, 치유농장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

로 기본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의여건분석은공간조성을위한입지환경특성

과프로그램구성에참고가되는환경분석과향후지역의녹색

치유단지인프라로써연계방안모색을위한기반현황에중점

을 두어 진행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은 치유농장의 개념과 국내외의 사례연구,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등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은치유농장에대한정

체성, 지역성, 확장성, 미래성을반영하여수립하였다. 또한, 기

능복합 실현을 위한 외부공간 조성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인근

J대학의협력방안, 지역협의회, 군의 군정 방향,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기본계획은 주제에 대한 개념설정과 공간

구성프로세스를연계하고, 그에 따른프로그램을수립하여적

용하였다. 이와같은공간의종합적인프로세스를통하여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4).

연구의 방법으로 치유농업의 적용가능한 대상지를 설정하

고,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대상지에 적용해봄으

로써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농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3. 현황사진

대상지

만인산터널

J 대학

그림 2. 대상지 위치도

추부IC

만인산 자연휴양림

대상

지

남대전IC

금산군청

2㎞: J대학교,
4㎞: 추부IC
6㎞: 인삼랜드휴게소
8㎞: 남대전IC
10㎞: 금산군청

태조대왕 태실

그림 1. 광역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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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본계획

1. 기본방향 및 개념

기본방향은 위치 지역이 충남의 쇠퇴지역으로 인근에 위치

한 대학의 일부가 이전하고, 대학캠퍼스내에 남은 유휴공간과

지역내의 주민들의 발전안을 위해 사전협의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는 대전에서 금산으로 넘어오는 관문에 위치하

고 있어 인근에 위치한 대전의 관광과 문화에 대한 연계 가능

성이 금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내의 산학협력연 협력단지와 산학연의 플랫폼의

역할을수행하여지역의주산업인인삼, 약초의 K-Bio 소재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과 대학이 동시에추구하고있는문화와복지의 2

가지 기능을동시에추구하여야하므로사업화와관광, 주민과

지역사회에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기본전제를바탕으로치유, 연구, 휴양, 체험, 생산등

을융합하여농촌치유산업의선진모델을제시하며, 단일프로그

램과 패키지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성을

모색하였다.

인근 J대학이가지고있는인적자원의활용을위해복지계열

의 보건행정, 물리치료, 간호, 한방보건제약, 스마트 헬스케어,

사회복지 등의 전공학과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식품영양,

외식산업, 바이오식품, 바이오화장품, 뷰티케어, 애완동물, 환경

조경전공학과등이지원하고, 금산군아토피치유마을, 농촌체험

마을등과연계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며, 인삼약초연구소, 추부

깻잎단지, 인근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등 금산군의 지역산업

관련기관과네트워크화할수있는계기를제공하도록하였다.

또한 대전 및 충남의 병원과 원예치료복지협회, 사회복지 기관

협력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미래형 도농공존거점모델

개발로서농업, 보건, 복지, 교육등이융복합된미래형농촌지역

활성화모델의성공사례로제시하하고자하였다. 단기적으로일

반인 위주로 휴양, 체험, 치유활동을 통하여 성공모델을 정착하

며, 장기적으로 산업과 관광의 형태가 결합된 케어팜으로 특화

시키고자 하였다.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하

며, 케어팜의기능강화와추가적인문화여가공간의기능을복합

하여추진하도록할계획이다. 교육, 연구, 창업의대학이가져야

하는 이익과 지역, 산업, 기업의 지역이 가져야 하는 이익을 통

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대상지 여건

대상지의 면적은 약 95,000m2로 평탄지와 산지형 지형이 공

존하고있다. 대상지지역주변은대학로및식당, 주택단지, 공

터로구성되어있으며, 대상지 지역북동쪽방향에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북서쪽으로 레미콘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는 금산군청 12km(17분), 추부IC 4km(7분)로 이격되

어 있으며, 고속도로를 통한 광역접근성이 우수하고, 대전(45

분), 옥천(25분) 등인근지역과 1시간내로접근이가능하다. 대

상지의 접근성은대전과 추부면의중심인마전을 진․출입하는

주요교통로이며, 산내로, 마전로가 있다. 대상지 진입은 대상지

북서쪽의산내로동남쪽의마전로이다. 산내로는대전과마전로

를연결하는마전리북면의관문도로이다. 주간선도로는동서축

으로 산내로가 대전, 추부를 연결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SWOT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1).

그림 4. 기본개념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자연경관�양호�

-� 주변의�문화재(태조대왕태실�보

유)�관광자원�보유

-� 주변에� 대학교와� 노인복지� 병

원이�인접

-�만인산�자연휴양림과�연계�가능

-�대중교통의�불편

-�등산로�관리�소홀

-�일부�구간�급경사지

-� 가까운� 곳에� 숙박업소로� 경

관침해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hs)�

-�넓은�면적으로�다양한�활용�가능

-� 대전연접지역으로�잠재력이�높

은�대상지

-�인근�대학의�학과연계�가능�

-�치유농업을�위한�기반시설이�밀

집

-�대전-금산간�이동�동기�미약

-� 인도의� 미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

-� 금산군� 중심지로� 편중된� 위

치에�입지�

-� 부지� 주변에� 일부� 사유지가�

근접

표 1. 대상지 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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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점(strengths)으로는 자연경관이 양호하며, 주변의

문화재(태조대왕태실보유)인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대

학교와 노인복지 병원이 인접해 있다. 또한, 연접한 만인산 자

연휴양림과 연계 가능하다.

둘째, 약점(weaknesses)으로 대중교통이불편하며, 등산로의

관리가소홀하고, 일부구간급경사지가존재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 숙박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경관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기회(opportunities)요소로는 넓은 면적으로다양한 활

용이 가능하며 대전연접지역으로 잠재력이 높은 대상지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케어팜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자

원,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J대학, 한국벤처농업대학 등은

케어팜과연계하여교육, 체험, 실습등활동을연계할수있으

며, 금산추부농공단지, 만인산 자연휴양림, 서대산드림리조트,

하늘물빛정원등이있어방문객의수요를연계하여늘릴수있

다. 대전요양병원, 건양대병원, 대전한방병원, 아토피치유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협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다.

넷째, 위협(threats)요소로는 대전-금산간 이동 동기가 미약

하며, 인도의 미설치로 안전상에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금산

군 중심지로부터 편중된 위치에 있으며, 부지 주변에 일부 사

유지가 근접해 있다.

3. 공간구상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은 중앙부에 광장과 힐링정원을 공유

하면서도로와인접한전면부는관람객이이용할수있는주차

장,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동물치유센터 등으로 활발한 이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경사를 이용한 후면부에 스마트

팜과 야외데모팜, 컨벤션센터와 휴양 숲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의이용과정적인행태가일어날수있도록영역을구분하였다

(그림 5).

각 공간별로 구현하고자 하였던 ‘치유’, ‘스마트’, ‘돌봄’, ‘문

화’ 등의 복합적인 가치는 표 2와 같다.

본연구의프로그램구성시기본적으로고려한것은대학의

기능과 주민의 복지, 치유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향상시

키고, 새로운공간도입에따른프로그램다양화를모색하였다.

프로그램의 범위는 치유 농장의 성격이 전달되는 것과 관람객

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체험․교육을 유도하는 영역으로 설정

하였다. 프로그램의 골격은크게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

램’을 위주로 구성하였다(그림 6).

동선계획은 대전에서 추부터널을 통해 진입한 차량과 추부

IC, 금산읍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로

와인접하여주차장을설치하였다. 부지를 가로지르는직선도

를 통해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중심 가

로를설치하며, 이를통해공간을분리하였다. 전면공간은동물

그림 5. 공간구상도

치유 스마트 돌봄 문화

컨벤션센터 ○ ● ● ●

스마트팜 ● ● ●

야외데모팜 ● ● ●

동물치유센터 ● ○ ● ○

휴양형케어팜 ● ● ● ●

힐링정원 ● ● ●

중부광장 ● ○ ●

휴양숲 ● ○ ●

표 2. 공간별 구현 가치

그림 6. 도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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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힐링정원을위한자유로운평탄한지형을이용한동

선을계획하였으며, 뒤쪽부지는스마트팜을위한대학과의연

결도로를두며, 휴양을 위한 산책로를만인산자연휴양림의기

존에 존재하고 있는 길과 연결시켰다(그림 7, 그림 8).

4. 공간별 계획

1) 컨벤션 센터 & 스마트팜센터 & 야외데모팜
대학인근인삼약초특화논공단지와금산지역농공단지플

랫폼 조성을 위한 컨벤션센터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스마트 팜은 경사가 낮은 쪽에

배치하여 추부터널을 지나왔을 때 높이가 있는 스마트팜센터

가지역에서랜드마크로서의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 야간

조명으로 어둡고 위험한 경관 및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시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과 접목한 첨

단농업기술의전시․체험, 데모팜(demo-farm) 실증스마트팜

의 조성을 구상하였다. 작물 생산과 휴식, 소비를 겸하는 실내

공간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첨단농업 기술을 이용한 야

외데모팜조성도계획하였으며, 이는 지역의특화작물인여러

종류의 인삼약초를 미리 시범재배해 볼 수 있는 데모팜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9).

2) 동물치유센터
농업, 산림, 원예, 동물 등을활용한케어팜조성으로서바이

오융복합스타트업, 생산실증미래형 R&D 연구센터, We-센

터 등을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중요한 한 축을 차지

하고 있는 동물매개치유(AAA)센터를 실내외 조성한다. 동물

들을매개로하는치유농장은동물들과교감을나누고, 동물생

명의소중함을느끼는과정속에서치유로건강을회복하는기회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근 J대학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애완

동물자원, 동물보건관련학과의전문인력자원과동아리, 농장,

실습장 등과 연계 협력이 가능하다. 치유농장 운영과정 속에서

동물복지까지 적용한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그림 10).

3) 휴양형 케어팜
금산군은 인삼약초로 특화된 청정건강지역이면서 대전광역

그림 7. 종합계획도

그림 8. 조감도 그림 10. 동물치유센터 이미지

그림 9. 컨벤션센터, 스마트팜센터, 야외데모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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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인접하여 휴양과 치유를 매개로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

할수있는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다. 그러므로농업(치유)+

보건(의료)+복지(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이 융복합된 ‘바이

오-케어팜’으로미래형농촌지역활성화모델을제시하고자한

다. 돌봄 커뮤니티와 스마트 컬쳐, 휴양을 위한 문화가 결합한

휴양형케어팜을조성한다. 야외에서동물, 식물을통한케어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농업치유단지 주변 마을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

물소비로소득창출이가능하도록하여, 도농이더불어살아가

는 지역사회로 발돋움하고자 한 것이다(그림 11).

4) 힐링정원
생산/소비체험문화가복합된바이오 융합단지로서 가족단

위, 지역주민, 인근 대학, 관람객의 휴식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저유지 관리 시스템으로 조성하며, 4계절 전시, 관람,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을, 겨울을 대비한 그라스류와 다년초

의 혼식으로 뉴 웨이브 풍의 넓은 매도우과 정교하게 조성된

초본의 화단들이 중첩되어 나타나, 관람객에게 경관의 풍부하

고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명소로서 당일 방

문하는것만으로도정원을통한치유가가능할수있는방문형

케어팜으로써 잘 조성된 힐링정원을 계획하였다(그림 12).

Ⅴ. 결론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관련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농업의 하로 일반농업과 달리 농사 자체

가목적이아니라, 건강회복을위한수단으로농업을활용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치유농업이농가소득증대를위한모델로성

장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활용해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

을 돕는 측면이 핵심으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있다. 본 연구는농업(치유)+보건(의료)+복지(돌봄)+교육

(프로그램) 등이 융복합된 녹색치유로 지역의 혁신모델을 추

진하고자 하며, 일반인 및 거동에 제한이 없는 경증 환자들에

게 농업활동을 통해 활력과 삶의 가치를 되찾게 해주고, 마을

에는 일정한 소득창출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산군의 다양한 복지시설과 연계

하여 신규로 조성되는 케어팜에서 체험과 치유활동을 하게 하

여, 케어팜을 중심으로 금산군의 자연 치유산업을 자리매김하

고자 한다.

그러나이계획안은지역의자원과지역의현안을반영한특

수한 예시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보편적인

케어팜 조성모델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용을 위한 계

획 및 설계 방법을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농복합의 조성

모델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지역이나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정주형, 휴양형,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치유관광농

업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치유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훌륭한 농가소득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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