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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ool gardens are known to be effective for increasing vegetable consumption in childre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garden program leaders for actual conditions and barriers to promote 

school gardens according to their sense of dedication. The 49 garden program leaders at schools and child 

care centers in Pocheon city were surveyed and grouped into two groups: dedicated (57.1%) and less dedi-

cated (42.9%) as program leaders. Compared to dedicated leaders, leaders in the less dedicated group less ad-

vocated promotion of school gardens (P＜0.001) and were less willing to attend training for school garden (P＜ 

0.01), despite less experience as program leaders (P＜0.01) and past training (P＜0.05). Moreover, leaders in 

the less dedicated group less acknowledged the educational results of school garden in every aspect (P＜ 

0.001, respectively), less perceived support from parents and colleagues (P＜0.05, respectively), and less used 

garden produce in more active activities such as donation and literature (P＜0.05,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dedicated group. The most answered barrier against the promotion of school gardens was work burden, 

followed by manpower shortage, shortage of technique,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time shor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that developing strategies is needed to make more teachers and child 

care providers more dedicated as garden program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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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린 시절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는 정상적인 성

장과 발달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각종 영양 관련 문

제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Park 등 

2013).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 변화시키

기 어렵기 때문에(Kwon 등 2011) 아동기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당시에 무엇을 먹는지를 넘어서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은 물론 최근 경제성장을 겪

은 다른 나라(Hong & Piaseu 2017)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채소는 과일에 비해 

1회 분량 당 칼로리가 적어 비만 관련 합병증에 대

한 우려가 큰 현대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채소와 

과일을 접할 기회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식

품을 좋아하는 것과 많이 먹는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종합한 Neumark-Sztainer 등(2003)의 주

장을 고려하면, 채소ㆍ과일의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채소ㆍ과일에 대한 기호도를 증가시키기 위

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들은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고 익숙해

지는데 그 채소에 최소한 8∼10번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Birch 등 1987; Sullivan & Birch 

1990) 아래, 채소에 대한 노출 증가가 채소 섭취 증

가 전략으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국내외 선행연

구들이 있다(Slusser 등 2007; Davis 등 2009; Cabalda 

등 2011). 그중에서도 학교 기반 텃밭은 채소ㆍ과일

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최근 들어 많

이 시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중에도 

‘어린이 과일바구니 사업’과 함께 ‘텃밭 가꾸기 활

동’이 포함되어 있다. 텃밭을 이용한 영양교육으로 

과일과 채소에 대한 노출 및 섭취가 증가되었고

(Robinson-O’Brien 등 2009), 과일과 채소의 이름을 

맞추는 능력도 증가되었다(Somerset & Bossard 

2009). 또한 ‘Seed to Table Project’로 초등학생들이 

12주간 주 2회 텃밭활동을 한 결과 먹어본 채소ㆍ

과일의 가짓수(P＜0.001), 채소 기호도(P＜0.001), 가정

에서 채소와 과일을 청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Heim 

등 2009).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Paek 2012) 학

교 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며(Kim 2014), 

‘스쿨팜’(지방자치단체, 교과부), 4-H회(농업기술센터) 

등의 텃밭활동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한 경진

대회를 실시하여 학교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

히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Lee 2012). 텃밭 관련 연

구는 텃밭활동이 주로 유아나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

(Kim 2012a),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Kang 2014), 통

합적 인성 함양(Lee 2012), 사회성 변화(Kim 2004), 

녹색 식생활(Jo 2013)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

였고, 텃밭 실태를 조사한 연구(Paek 2012; Yoo 등 

2012; Son 등 2016)는 많지 않으며 텃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14)는 매우 적다. 

한편 호주 북동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에 따르면 학교 텃밭을 위해서는 기후와 위치가 중

요하지만 교사의 개입과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성

공적인 학교 텃밭의 필수 요소라고 보고한 바 있어

(Somerset & Bossard 2009) 학교 텃밭 관리자의 담당

의지에 따른 학교 텃밭 운영실태와 제반 인식을 국

내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포천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을 포함한 소도시로 텃

밭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

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천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 

및 초ㆍ중ㆍ고교의 텃밭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에 따라 의지가 부족한 경

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텃밭에 대한 인

식과 애로사항을 알아봄으로써 텃밭 활성화에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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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포천지역 어린이집ㆍ유치원 14개, 초등

학교 28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

으로 전화 및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텃밭

을 보유한 모든 기관의 텃밭 관리자를 조사대상자

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진대학교에서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심의 면제를 승인(1040656-201704-SB-01-07) 

받았다(Park 2017).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12b; Kang 

2013; Kim 2014)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4쪽 분량으로 일반사항, 지식과 경험, 운영실태, 교

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대, 교직경력, 근무기관, 교

내 직위로 구성되었고, 지식과 경험 영역에는 자신

이 생각하는 텃밭 가꾸기 지식 정도, 텃밭 가꾸기 

관련 정보 경로, 학교 텃밭 가꾸기 담당 경력, 학교 

텃밭 운영 전 농작물 재배 경험, 학교 텃밭 가꾸기 

관련 교육 및 연수 경험과 향후 참여 여부가 포함

되었다. 

운영실태 영역에는 학교 텃밭의 장소, 형태, 면적, 

식물 선택 방법, 주당 소요시간, 관리형태, 텃밭 수

확물 활용 활동, 예산 확보 방법으로 구성되었고, 

인식 영역에는 텃밭활동의 인성ㆍ환경ㆍ통합ㆍ정서

ㆍ자연친화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학교 텃밭 가꾸

기에 대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학교 관리자

의 관심, 학교 텃밭 활성화 필요에 대한 찬반과 장

애요인, 학교 텃밭 가꾸기 계속 담당의지가 포함되

었다. 

텃밭 가꾸기 관련 지식, 텃밭 가꾸기 활동의 각 

영역별 교육적 효과, 학교 텃밭 활성화 장애요인은 

5점 Likert scale로 조사하였다. 학교 텃밭 가꾸기에 

대한 주위 관심은 학교 텃밭이 있는지 모름, 매우 

싫음, 싫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을 선택하게 하여 

각각 0, 1, 2, 3, 4, 5점의 6점 Likert scale로 조사하

였다.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활동은 채소 관찰, 채

소 활용 요리, 채소 활용 미술, 채소 문학, 봉사 활동, 

학교 급식에 제공, 기타 중에서 있는 대로 표시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의 마스터가드너 및 

영양(교)사와 교무실무사 등을 통해 배부하고 회수

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사은품은 모바일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USA) Windows Version 23.0을 이용

하여 제시하고 군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에 대해 ‘후임이 있

을 때까지만 담당(n=16)’ 혹은 ‘후임이 없어도 하고 

싶지 않음(n=5)’이라고 답한 경우 담당의지부족군으

로, ‘계속 담당하고 싶음(n=28)’으로 답한 담당의지

군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군 간 차이의 유의성은 빈

도 차이의 경우 교차분석(Chi square test)으로, 평균 

차이의 경우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P＜0.05).

결  과

1. 일반사항 

설문지를 배부한 54개 기관 중에서 회수된 49부

의 설문지를 통계에 이용하였다. Table 1은 조사대

상자의 텃밭 관리 담당의지에 따른 일반사항을 요

약하였다. 40ㆍ50대의 비율이 담당의지군의 경우 

71.4%로 담당의지부족군의 47.6%에 비해 높았다(P



J Korean Diet Assoc 23(4):384-396, 2017 | 38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dedication as a school garden program leader.

Variables
Dedication as a garden program leader

Total
χ

2
-value

(P-value)Dedicated (n=28) Less dedicated (n=21)

Gender  0.000 (0.615)

   Male 16 (57.1)
1)

12 (57.1) 28 (57.1)

   Female 12 (42.9)  9 (42.9) 21 (42.9)

Age (years)  7.078 (0.029)

   20∼29  2 ( 7.2)  8 (38.1) 10 (20.4)

   30∼39  6 (21.4)  3 (14.3)  9 (18.4)

   40∼59 20 (71.4) 10 (47.6) 30 (61.2)

Years in current institute (years)  1.910 (0.385)

   ＜10  8 (28.6) 10 (47.7) 18 (36.7)

   10∼19  8 (28.6)  4 (19.0) 12 (24.5)

   ≥20 12 (42.8)  7 (33.3) 19 (38.8)

Institution  3.589 (0.443)

   Child care center/kindergarten/elementary school 20 (71.4) 17 (81.0) 37 (75.5)

   Middle/high school  8 (28.6)  4 (19.0) 12 (24.5)

Position in institute  2.731 (0.086)

   Homeroom teacher 12 (42.9) 14 (66.7) 26 (53.1)

   The others 16 (57.1)  7 (33.3) 23 (46.9)

Do you support promoting school garden 18.900 (0.000)

   A lot 18 (64.3)  2 ( 9.5) 20 (40.8)

   Tend to/average/tend not to 10 (35.7) 19 (90.5) 29 (59.2)
1)

 N (%)

＜0.05), 성별, 교직경력, 근무기관, 교내 직위는 담

당의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텃밭 활성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학교 텃밭 담당에 대한 담

당의지가 있는 관리자의 경우 ‘적극 찬성’이 64.3%

로 담당의지가 부족한 관리자의 경우 9.5%보다 높았

다(P＜0.001). 

2. 운영실태

Table 2는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별 운영실태를 

요약하였다. 텃밭 담당의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적으로 텃밭 장소는 교내 텃밭 전용공간이 73.5%였

으며, 텃밭 형태는 노지 텃밭이 73.5%로 가장 많았

고, 면적은 30 m
2
(약 10평) 미만 34.7%, 130 m

2
(약 

40평) 32.7% 순이었으며, 텃밭에 심을 작물 선정은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 40.8%, 학생 혹은 어린이

가 원하는 작물이 28.6%였다. 관리자의 주당 텃밭활

동 시간은 2∼3시간이 42.9%, 1시간 이하가 40.8%라

고 답하였고, 텃밭을 주로 학년이나 학급에 배정

(46.9%)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텃밭활동은 

방과 후 28.6%, 창의적 체험활동 26.5%, 교과수업시

간 24.5% 순이었고, 예산 확보 방법은 전체 혹은 일

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69.4%로 담당의

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Fig. 1은 텃밭 관리자 담당의지군별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활동 결과를 요약하였다. 담당의지부족군에 

비해 담당의지군의 기관에서 더 많은 활용이 이루어

진다고 답한 활동은 기부활동(42.9% vs. 14.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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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 status according to sense of dedication as school garden program leaders. 

Variables
Dedication as a garden program leader

Total
χ

2
-value

(P-value)Dedicated (n=28) Less dedicated (n=21)

Location of garden

   Exclusive on campus 23 (82.1)
1)

13 (61.9) 36 (73.5)
2)

   Off campus  4 (14.3)  3 (14.3)  7 (14.3)

   Flower garden on campus  1 ( 3.6)  5 (23.8)  6 (12.2)

Type of garden
3)

   Outdoor garden 28 (100) 18 (85.7) 46 (93.8)

   Box garden  6 (21.4)  3 (14.3)  9 (18.4)

   Green house  2 ( 7.1)  2 ( 9.5)  4 ( 8.2)

   Water garden  1 ( 3.5)  0 ( 0.0)  1 ( 2.0)

   The others  0 ( 0.0)  1 ( 4.8)  1 ( 2.0)

Area
2)

   <30 m
2

 9 (32.1)  8 (38.1) 17 (34.7)

   30∼64 m
2

 4 (14.3)  7 (33.3) 11 (22.4)

   65∼129 m
2

 3 (10.7)  2 ( 9.5)  5 (10.2)

   ≥130 m
2

12 (42.9)  4 (19.0) 16 (32.7)

How to select plants for school garden 3.714 (0.156)

   Kinds that kids want 11 (39.3)  3 (14.3) 14 (28.6)

   Kinds that grow easily 10 (35.7) 10 (47.6) 20 (40.8)

   The others  7 (25.0)  8 (38.1) 15 (30.6)

Hours in working in garden per week

   ≤1 10 (35.7) 10 (47.6) 20 (40.8)

   2∼3 14 (50.0)  7 (33.3) 21 (42.9)

   ≥4  4 (14.3)  4 (19.1)  8 (16.3)

Form of garden management
2)

   Certain classes 14 (50.0)  9 (42.9) 23 (46.9)

   A club  5 (17.9)  5 (23.8) 10 (20.4)

   Volunteer students  2 ( 7.1)  0 ( 0.0)  2 ( 4.1)

   The others  7 (25.0)  7 (33.3) 14 (28.6)

Time of students’ participation in gardening 
2)

   Subject class 10 (35.7)  2 ( 9.5) 12 (24.5)

   Creative experimental activities  7 (25.0)  6 (28.6) 13 (26.5)

   After-school activities  7 (25.0)  7 (33.3) 14 (28.6)

   The others  4 (14.3)  6 (28.6) 10 (20.4)

Source of budget 3.902 (0.142)

   Fund from public institution 10 (35.7)  8 (38.1) 18 (36.7)

   Fund from public institution+School itself 12 (42.9)  4 (19.0) 16 (32.7)

   The others  6 (21.4)  9 (42.9) 15 (30.6)
1)

 N (%)
2)

 Chi-square test was not applied because the number of responses in some cells were not big enough
3)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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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ctivities using produces from school gardens ac-
cording to sense of dedication as program leaders 
(*P＜0.05).

Figure 2. Educative effects of school gardens perceived by pro-
gram leader according to sense of dedication (**P＜
0.01, ***P＜0.001).

0.05), 채소 문학활동(28.6% vs. 4.8%, P＜0.05)이었고, 

보다 일반적인 활동인 채소 관찰(85.7%), 요리활동

(61.9%), 학교 급식에 제공(52.4%), 미술활동(20.0%)은 

군 간에 서로 다르지 않았다.

3. 텃밭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Fig. 2는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별 교육적 효과

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요약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연친화교육의 효과를 가장 높게(4.59±0.574) 인식

하고 있었고, 환경교육(4.47±0.649), 정서교육(4.45±0.679), 

인성교육(4.33±0.774)의 효과 인식이 뒤를 이었다. 담

당의지군에 비해 담당의지부족군의 텃밭 관리자는 

텃밭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모든 영역

인 자연친화교육(4.86 vs. 4.24, P＜0.001), 환경교육

(4.68 vs. 4.19, P＜0.01), 정서교육(4.71 vs. 4.10, P

＜0.01), 인성교육(4.57 vs. 4.00, P＜0.01), 통합교육

(4.50 vs. 3.90, P＜0.01), 식생활 개선 및 편식교육

(4.21 vs. 3.90, P＜0.01)면에서 텃밭의 교육적 효과를 

낮게 인식했다.

4. 텃밭 관리자의 텃밭 관련 지식, 경험, 연수 경험과 

연수 참여 의지

Table 3은 담당의지별 텃밭 관리자의 텃밭 관련 

지식, 경험, 연수 경험과 연수 참여 의지에 대한 결

과를 요약하였다. 텃밭 관리자 자신의 텃밭 관련 지

식은 군 간 유의적 차이 없이 22.4%가 ‘부족’, 26.5%

가 ‘충분’ 혹은 ‘매우 충분’이라고 답하였고 절반 정

도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주된 텃밭 관련 정보는 

44.9%가 주로 ‘주변사람ㆍ동료’, 24.5%가 ‘대중매체’

로 답하였으며, 절반에서도 조사대상자가 농작물 재

배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군 간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한편 담당의지부족군의 텃밭 담당 경험 기

간은 2년 미만의 저경험자의 비율이 66.7%로 담당

의지군의 25.0%보다 높았고(P＜0.01), 텃밭에 대한 

연수 경험이 ‘전혀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담당의

지부족군 76.2%로 담당의지군의 39.3%보다 높았는

데도(P＜0.05) 불구하고, 텃밭 연수를 ‘받고 싶음’ 혹

은 ‘매우 받고 싶음’으로 답한 비율이 담당의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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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garden program leaderʼ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gardening, experience of training and willingness to attend train-
ing according to sense of dedication.

Variables
Dedication as a garden program leader

Total
χ

2
-value

(P-value)Dedicated (n=28) Less dedicated (n=21)

Knowledge  5.473 (0.065)

   Not enough  5 (17.9)
1)

 6 (28.6) 11 (22.4)

   Average 12 (42.9) 13 (61.9) 25 (51.0)

   Enough/enough a lot 11 (39.3)  2 ( 9.5) 13 (26.5)

Route to obtain knowledge  0.118 (0.943)

   Acquaintance 12 (42.9) 10 (47.6) 22 (44.9)

   Mass media (tv/books/newspaper)  7 (25.0)  5 (23.8) 12 (24.5)

   The others  9 (32.1)  6 (28.6) 15 (30.6)

Experience in growing plants  0.027 (0.549)

   Yes 14 (50.0) 10 (47.6) 24 (49.0)

   No 14 (50.0) 11 (52.4) 25 (51.0)

Years for taking charge of school garden  9.423 (0.009)

   ＜2  7 (25.0) 14 (66.7) 21 (42.9)

   2∼4 10 (35.7)  5 (23.8) 15 (30.6)

   ≥5 11 (39.3)  2 ( 9.5) 13 (26.5)

Experience in training for school garden  6.606 (0.011)

   Never 11 (39.3) 16 (76.2) 27 (55.1)

   ≥1 times 17 (60.7)  5 (23.8) 22 (44.9)

Will attend in training for school garden 14.256 (0.000)

   Do not want/average  5 (17.9) 15 (71.4) 20 (40.8)

   Want/want a lot 23 (82.1)  6 (28.6) 29 (59.2)
1)

 N (%)

군 28.6%로 담당의지군 82.1%에 비해 낮았다(P＜0.01). 

5. 학교 텃밭에 대한 주위 관심과 활성화 장애요인 

Fig. 3은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별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동료교직원의 관심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학교관리자와 학생의 관심도는 담당의

지에 따라 다르지 않게 인식한 반면, 담당의지군의 

텃밭 관리자에 비해 담당의지부족군의 관리자는 학

부모(4.43 vs. 3.67, P＜0.05)와 동료교직원(3.93 vs. 

3.05, P＜0.01)의 관심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Fig. 4는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별 학교 텃밭 활

성화 장애요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학교 텃

밭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전체적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에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관리 인력 부족＞기술

ㆍ지식＞정보 부족＞시간 확보 부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담당의지부족군은 담당의지군보다 ‘예산확

보 부족’의 장애정도를 더 낮게(2.86점 vs. 3.39점, 

P=0.076), ‘교사의 업무 부담’의 장애정도를 더 높게

(4.39점 vs. 3.93점, P=0.051) 응답한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지 못했다.

고  찰

학교 기반 텃밭의 혜택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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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supports of school gardens from administrators, 
parents, students, and colleagues perceived by 
program leaders according to sense of dedication 
(*P＜0.05, **P＜0.01).

Figure 4. Barriers to promote school garden perceived by 
program leader according to sense of dedication 
(Data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신적 발달 등 다양한 혜택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담당의지가 부족한 텃밭 관리자들 중에는 텃

밭 활성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담당의지군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담당의지가 부족한 

텃밭 관리자는 담당 기간이 짧고 연수 경험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여 의지가 낮을 뿐 아니라 

텃밭활동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텃

밭 수확물을 평범한 활동에 국한하여 활용하고 있

었으며, 학부모와 동료교직원의 관심도를 낮게 인식

하고 있어 텃밭 활성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텃밭 관리자 중에서 텃

밭 담당의지가 있는 비율은 전체의 57.1%로 나타나, 

학교 텃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이 초등교사에서는 64.47%(Kim 2014), 유아교사

에서는 63%(Kim 2016)로 보고된 것과 비교되는데 

그 차이는 두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관과 

질문이 동일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할 수 있다. 텃밭 

담당을 꺼려하는 이유는 ‘업무 부담이 늘어서’로 선

행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80.25% 

(Kim 2014), 유아교사의 경우 42.4%로 나타나(Kim 

2016), 수업과 학생 및 학급 관리 등 기본 교육활동 

외의 추가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담당의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

기 이전에 텃밭의 교육적 효과를 예비교사 시기부

터 학부의 교과목을 통해 접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

요할 것이다. Jeong(2016)도 대학과정에서 유아 자연

체험에 대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텃밭 담당의지가 부족한 관리자

의 특징은 젊은 연령대가 많은 점을 제외한 개인 

사항이나 교내 전용 텃밭 보유 비율이 낮은 점을 

제외한 여타 텃밭 운영실태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Jeong(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보육교사의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텃밭 가꾸기 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이 연구에서는 텃밭 가꾸기 실시 집단이 미실

시 집단보다 텃밭 가꾸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텃밭관리를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한 학급이나 학년에 배정하였고, 20.4%가 동아리를 

구성하여 텃밭관리를 배정하였다. 학생의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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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과수업시간이 24.5%, 창의적 체험활동이 26.5%, 

방과 후 활동이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

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진

로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동아리활동은 문

화예술, 스포츠, 학술활동, 실습 노작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텃밭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도 포함되

는 특정 학급 배정과 달리 동아리활동은 희망자만 

지원하므로 자발적 활동(Kim 2014)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Paek(2012)의 초등학교 텃밭 가꾸기 프

로그램 조사에서는 교직원(주무관)이 관리하는 비율

이 높았는데, 이런 경우 학생들은 관찰에 그치는 등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텃밭관리는 학

교의 구성원인 교사ㆍ학생ㆍ교직원 모두가 협동하

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노지 텃밭은 자연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텃밭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지역의 특성상 노지 

텃밭이 가장 많아(73.5%), 서울지역 연구의 텃밭 형

태 조사에서 노지 텃밭이 36.54%밖에 되지 않았

던 것과 비교된다(Kim 2014).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학교 텃밭의 면적은 30 m
2 

미만에서 130 m
2 

이상

까지 다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선호하는 학교 텃

밭 규모는 30∼130 m
2
로 교실 반 칸에서 두 칸이

라 하였는데(Kim 2014), 이는 한 학급 정원 30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최소 공간인 교실 9 m×7.5 m(67.5 

m
2
)를 기준 크기로 한 것이다(Ahn 등 2011). 본 연

구에서는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와 무관하게 가장 

많은 활용 활동이 ‘채소 관찰(81.6%)’이었고 ‘요리활

동(67.3%)’은 두 번째로 많은 활동이었는데, 텃밭활동

에서 학생들의 관심 비율이 요리(65.4%)＞수확(61.8%) 

＞식물심기(37.5%)＞관찰(28.0%)이라는 선행연구(Kim 

등 2013)를 고려한다면 요리에 대한 활동을 증가시

킬 대책이 개발되어야겠다. 

학교 텃밭에 기를 작물 선정에 아동의 희망을 반

영하는 것은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학교 텃밭의 작

물을 선정하는데 아동이 원하는 것을 택하는 비율

이 28.6%로 나타난 것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텃밭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Kim 2014)에서 보고된 6.5%

보다는 매우 높으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텃밭 가꾸

기 운영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46.7∼81.4%보

다는 낮아(Jeong 2016) 비교된다. 작물 선정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식물 36.6%, 

학교서 나눠준 식물 26.0%(Kim 2014)였고, 보육기관의 

경우 유아가 원하는 식물이 가장 많고 교사용 지도

서 작물이 뒤를 이었다(11.6∼28.9%). 이와 같은 차

이는 초등학교(Kim 2014)나 보육기관(Jeong 2016)만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보육기

관 및 초ㆍ중ㆍ고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의지군에 비해 담당의지부족군의 텃밭 관리

자가 텃밭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모든 영역

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인식한 것은 관리자의 담당

의지가 학교 텃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담당의지에 따른 텃

밭 관리자에 대한 학교 텃밭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Kim 

(2014)의 연구에서는 30년 이상 고경력 교사들이 환

경교육보다 인성교육에 학교 텃밭활동이 더 필요하

다고 인식하였다.

연수 경험이 전무한 비율이 유아교육기관 조사에

서 96.8%이고(Kim 2016) 초등학교 텃밭 관리자 대

상 조사에서 88.16%(Kim 2014)인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연수 무경험자 비율이 55.1%

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담당의지와 무

관하게 텃밭 관리자 자신의 텃밭 관련 지식을 충분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낮고, 텃밭 관련 정보를 지원

해주는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텃밭 담당자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자체뿐만 아니

라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

주었다. 한편, 선행연구는 연수 내용에 대해 현장에

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실습 위주, 체험 

위주로 하여 효과적이고 참여율이 높도록 해야 함

을 주장하였다(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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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텃밭 

관련 연수를 받고 싶은 관리자의 비율은 본 연구에

서 59.2%였는데 초등학교 텃밭활동 전문교사의 경

우 연수가 ‘필요함’이 31.6%, 텃밭활동 교사 양성교

육의 경우 ‘관심 있음’이 24.1%로 나타났다(Kim 등 

2013). 한편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텃밭 

관련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 보

고도 있다(Kim 2016).

무엇보다도 텃밭 활성화의 장애요인 1위로 나타

난 업무 부담뿐 아니라 2, 3위인 관리 인력, 기술ㆍ

지식ㆍ정보 등의 문제도 텃밭 담당에 따른 업무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주는 학교 당국의 배려나 교육청

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선행연구

에서 텃밭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초등학교의 경우 

텃밭 가꾸기 활동 시간 확보의 어려움＞텃밭 관리 

인력의 부족＞예산 부족＞텃밭 가꾸기 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텃밭 공간의 부족＞교사들의 관

심 부족의 순으로 보고하였으며(Kim 2014), 유아교

육기관의 경우 관리 인력 및 관리 어려움, 공간 부

족, 활동 시간 확보 어려움, 교사의 관심 지식 부족

의 순으로 보고한 바 있다(Kim 2016). 특히 어린이

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운영자금 부족’을 

높게, 유치원교사는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관리 인

력 부족 및 관리 어려움’을 높게 인식함을 확인하였

다(Kim 2016).

학교 텃밭 활성화 방안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초등학교에서 텃밭의 활성화

를 위해 Kim(2014)은 교과수업시간을 보다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학습 주제 및 

교재 개발을 통해 텃밭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수학의 

평면도형의 넓이에서 ‘텃밭 면적 구하기’, 미술에서 

‘텃밭 사진 찍고 전시하기’, 국어과 상상의 표현에서 

‘텃밭 산책하고 시와 비교하기’ 등을 예로 들었다. 

세종시의 스쿨팜 활동을 조사한 Pee(2017)의 연구에

서는 교과목과 접목한 스쿨팜 활동으로 체험활동

(62.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30.9%), 

미술(11.7%), 수학(10.6%)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한

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유아

교육을 갖춘 전문 원예교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재배활동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용이한 그룹 활동이

나 감각기관을 통한 탐구표현 활동 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였다(Kim 2012b).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

고 교사의 전문지식 부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

문 원예교사 필요성을 제시한 보고(Kim 2012b)도 있

으나, 이보다는 도시화, 산업화 확대로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와 미래를 내다볼 때 예비교사 시기에 텃

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험을 통한 교육

이 실시될 수 있는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

장(Jeong 2016)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한편 교내 공간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텃밭 부지를 

교외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방학이나 주말과 같

이 교사나 학생들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텃밭관리 

보조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Kim 2014).

요약 및 결론

포천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의 텃밭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

가 부족한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텃

밭 관련 인식과 애로사항을 알아봄으로써 텃밭 활

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텃밭 관리자 49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결과, 텃밭 

담당의지 질문에 대해 ‘후임이 있을 때까지만 담당

(32.7%)’, ‘후임이 없어도 하고 싶지 않음(10.2%)’으

로 답한 조사대상자를 담당의지부족군으로 분류하

여, ‘계속 담당하고 싶음(57.1%)’으로 답한 담당의지

군과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텃밭 담당자의 일반사항을 보면 텃밭 담당의 의

지 여부는 성별, 교직경력, 근무기관, 교내 직위

와 무관하였으나 담당의지부족군은 텃밭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9.5%로 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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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군의 64.3%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2. 학교 텃밭의 운영실태는 텃밭 관리자의 담당의지

와 무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주로 교내 텃밭 전

용 공간(73.5%), 노지 텃밭(73.5%)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텃밭의 면적은 30 m
2
 미만(34.7%), 130 

m
2 

(32.7%)이 우세했고, 텃밭의 작물은 ‘재배하기 

쉬운 식물’(40.8%), ‘학생이 원하는 식물’(28.6%)

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자신이 텃밭 운영에 소요

하는 시간은 대다수가 2∼3시간/주(42.9%) 혹은 1

시간 이하/주(40.8%)라고 답하였고, 텃밭은 ‘학년

이나 학급에 배정(46.9%)’하거나 ‘동아리를 구성 

(20.4%)’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경우가 30.6%로 나타

났다. 학생이나 원생의 텃밭활동은 ‘방과 후’, ‘창

의적 체험활동’, ‘교과수업시간’에 고루 이루어지

고 있었다.

3. 조사대상자는 군 간 차이 없이 텃밭 관련 주된 정

보를 주로 주변사람ㆍ동료(44.9%), 대중매체(24.5%) 

를 통해 얻으며, 절반 정도의 조사대상자가 농작

물 재배 경험이 있고, 자신의 텃밭 관련 지식이 

‘충분’ 혹은 ‘매우 충분’으로 답한 비율은 26.5%

에 지나지 않았다. 담당의지군에 비해 담당의지

부족군은 텃밭 담당 경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낮아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텃밭에 대한 연수 경험이 ‘전혀 없음’이라

고 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텃밭 연수를 ‘받고 싶지 않음’이 유의적으로 높

았다. 

4. 전체적으로 텃밭의 교육적 효과를 자연친화교육＞ 

환경교육＞정서교육＞인성교육＞통합교육＞식생

활 개선 및 편식교육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

고, 텃밭의 수확물 활용은 채소 관찰＞요리활동＞ 

학교 급식에 제공＞기부활동＞채소 문학활동=미

술활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담당의지군에 비

해 담당의지부족군의 텃밭 관리자는 조사한 모든 

교육적 측면에서 텃밭의 교육 효과를 유의적으로 

낮게 인식하였고, 수확물을 채소 문학활동, 기부

활동에 이용한다는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5. 담당의지군에 비해 담당의지부족군의 텃밭 관리

자는 학부모와 동료교직원의 텃밭에 대한 관심도

를 유의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텃밭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업무 부담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관리 인력 부족＞기술ㆍ지식ㆍ정보 부

족＞시간 확보 부족의 순으로 답하였는데, 담당

의지 여부에 따라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텃밭 담당의지가 

부족한 관리자의 특징은 젊은 연령대가 많은 점을 

제외한 개인 사항이나 교내 전용 텃밭 보유 비율이 

낮은 점을 제외한 여타 텃밭 운영실태에서는 도출

되지 않았다. 대신 담당의지가 부족한 텃밭 관리자

는 담당 기간이 짧고 연수 경험이 적은데도 불구하

고 연수에 참여 의지가 낮을 뿐 아니라 텃밭활동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텃밭 수확물을 

평범한 활동에 국한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학부모

와 동료교직원의 관심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텃

밭 활성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당의지와 무관하게 텃밭 관리자 

자신의 텃밭 관련 지식의 충분 이상으로 답한 비율

이 낮고, 텃밭 관련 정보를 지원해주는 기관을 이용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텃밭 담당자들에 대

한 기술적 지원 자체뿐만 아니라 지원 경로를 홍보

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텃밭 

활성화의 장애요인 1위로 나타난 업무 부담뿐 아니

라 2, 3위인 관리 인력, 기술ㆍ지식ㆍ정보 등 문제

도 텃밭 담당에 따른 업무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주

는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근거

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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