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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aimofthisstudyistobeabletounderstandtheproblemswithintheurbanagriculturepolicypromotedbythe

Governmentandlocalautonomousentitybaseonthecomparisonoftheconsciousnessoftheurbanagriculturebetween

urbanfarmersandpublicofficialsandtoinquireintothefurtherrevitalizationschemeintheend.Forthispurpose,this

studydrewimplicationsthroughstudyinglatesttrendandthelegislationofdomesticandforeignurbanagricultureandthen

conductedaquestionnairesurveyofurbanfarmersandpublicofficials.

Becauseofthisresearch,therevitalizationschemesofurbanagricultureareasfollows:

First,it'snecessarytosecuretheusablearableland,suchasthegreenroof,communitygarden,aswellasurbanagriculture

park,etc.Second,itisnecessarytoestablishtheurbanagriculturerelationsactsuitedfortheactualcircumstancesofour

countryandtobackupthelegislationataninstitutional,technologicallevelintermsofanationinordertosecurethe

durabilityofurbanagriculture.Third,itisadvisabletomakeaproposalabouttheproblemsintimeofactivitiesforcultivation

byforminganetworkbetweenurbanfarmersandpublicofficialsandtopreparetheplanfortheactiveexchangeoffarming

technologies.Fourth,it'snecessarytoactivatethecommunitygardensbysupplyingtheeducationthroughcultivationmethod

&itsmanagementmethod,andavarietyofurban-agriculture-participationprograms.Fifth,itisnecessarytosetupthe

specializedandpracticaleducationthroughaninstituteforlandscapearchitecture.Sixth,itisnecessarytoinducethe

spontaneousparticipationinurbanagriculturefromurbanfarmersaccompaniedbytheactivitiesforpromotionthatareworth

arousingurbanfarmers'interest.Lastly,itisalsonecessarytoestablishalegalbasisofurbanagriculturalparksandfacilities

aswellastopromoteasearchformultilateralpoliciesandtheirpracticesothatthefurtherurbanagriculturecanbestably

continuedwithincity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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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연구는도시농업인과공무원의도시농업에 한인식비교를바탕으로정부 지자체에의해진행되고있는도시농

업정책문제 을 악하고,향후장기 으로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 다.이를 해국내․외도시농업의

최근경향과 련법령 제도에 한고찰을통해 시사 을도출하 으며,도시농업인과공무원을 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연구결과,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첫째,도심 내주거공간을 세 히분석하여 옥상녹화,도시텃밭,공원녹

지 등 이용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둘째,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국가 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도시농업 계법을제정하고,제도 ․기술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셋째,도시민과공무원간에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 개선사항에 해 건의하고,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넷째,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리방법에 한 교육 다양한 참여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다섯째,조경 련 회를 통해 문 인 정규교육과 실무 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여섯째,도시민의흥미를일으킬만한 로모션활동이수반되어자발 인참여를유도하여야한다.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도시농업시설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 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 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어:도시텃밭,도시농업 육성지원,LID,로커보어

Ⅰ.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LID(lowimpactdevelopment)가부각되면

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녹지의 활용방안 의 하나이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 인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목

으로도시농업에 한 심이높아지고있다.이에 도시농업을

매개로 녹지공간을 확 하고,시민의 심과자발 참여를유

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USDA(2011)에 의하면 도시농업은 뒤뜰,옥상,발코니 등의

소규모 텃밭과 도시 공터와 공원,도로변,도시근교 등의 커뮤

니티 가든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으며,이미 세계

식량생산의 15%가 도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http://afsic.

nal,usda,gov).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70년 40.7%에서 2010년에는 83.0%

로2배이상증가했다(http://kosis.kr/index/index.jsp).이러한

도시화결과,농지면 이감소됨에따라도시내다양한유휴공

간을 체농지로 활용한 도시농업의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1)는2020년까지주말농장8,000개소(3,000ha),

유휴공간에도심텃밭7,200개소(2,700ha)를조성해 체인구의

10%가참여할수 있는 녹색공간을확보하고,도시농업에 한

인식 환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 서울시

는 2000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말농장을 조성한 이래

시민이 직 참여하여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가족농장’,‘직장농장’,‘시

민단체농장’등을 운 하고 있다(서울특별시,2011).

한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도시농업이더욱활성화될 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으나,여

히 아직은 국외에 비해 법률 제도 측면의 뒷받침이 부

족하므로 향후 조례제개정 등을 통하여 도시민들이 도시농업

을 친근하게 하기 한 상 부지확보와 기술보 등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학술 근거 마련을 한 연구로는 김종

덕(2002),박덕병등(2006),강기남등(2007),박용범(2008),장

동헌(2009),김태곤 등(2010),나 은(2010),이양주(2010),장

호등(2010),김미향(2011),원선이등(2011)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이주로도시농업의 기능과효과,공

간 확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정책을 추진하는 제

도 측면이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의의식 직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제도 으로 개선,

활성화하기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농업 련 법령 고찰을 통해 제도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도시농업에 직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

인과 도시농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설문조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도시민에 의한 텃밭의 이용 황과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를분석하고,도시농업이장기 으로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토 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분석하

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도심내에서 용가능한도시농업유형 악과공

원녹지,시유지 임 에 한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

고자 하 으며,나아가 정부 지자체에 의해 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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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농업과 련한 정책실행의 문제 을 악하 다.이

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도시농업의 정책추진 방향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Ⅱ.연구방법

1.연구 범 설문지 구성

본연구에서는먼 법령등의문헌고찰을통해도시농업

련 제도의 흐름을 악하 고,도시농업에 한 인식 분석

정책 측면에 한 용방안 도출을 해 설문조사를 2011년

8월19일부터9월9일까지실시하 다.설문문항은문헌연구를

통해도시농업의 개념,효과,재배유형,정책 인방향 등에

하여 고찰한 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정책 마련을 해 우

선 으로 필요한 설문내용 항목을 표 1과 같이 도출하 다.

설문 상자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인과 도

시농업 담당공무원의 두 집단으로 나 어 실시하고자 하 으

역
항목

문항수
도시농업인 담당공무원

도시농업 인식

⦁도시농업의 효과

4/5⦁작물재배경험
⦁작물재배장소 선호지
⦁재배장소에 한 만족도

⦁도시농업의 개념,⦁도시농업의 필요성
⦁도시농업의 심증 이유
⦁작물재배장소 선호지

도시농업용지
(도시텃밭)

⦁필요시설
⦁텃밭을 알게 된 경
⦁소요시간,⦁교통수단
⦁재배작물,⦁거름종류,⦁방문횟수
⦁작물재배의 어려움
⦁ 리기술 습득방법
⦁종자와 모종 구매방법

- 10/0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공원녹지 임 제도
⦁조례 정책실행의 문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3/6
⦁도시농업용지 확보를 한 그린벨트 해제
⦁도시농업활성화를 한 법령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정책수단의 효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농업 지원사업

-

⦁응답자가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지원사업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지원부서 신설 필요성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
⦁지방자치단체의 리운 의 문제
⦁법률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도시농업 망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시농업에 한 산지원

0/6

계 17/17

표 1.설문지 구성 항목

상 분석/회수 설문조사기간 조사내용 분석 방법

도시농업인 100/116 2011년

8월∼9월

도시농업에 한 인식 설문조사,도시텃밭 등

공 황 활성화를 한 정책수단

χ
2
-testPearson의 상 분석

(SPSSver.19.0)도시농업 담당공무원 50/72

표 2.인식조사 설문개요

며,이에 따라 설문 문항은 도시농업인과 담당공무원 각각 17

문항으로 구성하 다.설문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인식,도시

농업용지(도시텃밭),도시농업활성화를 한정책수단등으로

구성되었다.

본연구에서도시농업인은도시농업지원 육성에 한법

률 제2조에 의해 도시농업을 직 하는 사람 는 도시농업에

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의미하며,특히서울특별시구로구

청에서 운 하는 도시농업 로그램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사

람으로 한정하 다.도시농업인 설문에동의한이용자를

상으로 도시농업 장을 방문하여 직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최종 으로 1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도시농업 담당공무원은 서울특별시․구․경기지역,서울특

별시․경기 역시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원,농진청,농림

진흥센터 등에서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농업 담당공

무원 162명을 상으로 이메일과 장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설

문지를 배포하여 총 72부가 회수되었다.

이 결측값이 있거나 문항에 계없이 동일한 값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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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같이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응답을 제외한 설문지를 각각

100부(도시농업인),50부(담당공무원)를 추출하여 분석하 다

(표 2참조).

2.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19.0 로그램을 사용하

다.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

었으며,각 집단 간 동질성 검정에는 χ2-test를 실시하 는데,

기 빈도보다 낮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Fisher의 정확검정

을통해 나온 통계량을제시하 다. 한도시농업 담당공무원

의 경우 도시농업의 요도,효과 만족도와 련된 문항에

는 연속형변수에 해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Ⅲ.결과 고찰

1.이론 배경 법령 황 분석

1)이론 배경

도시농업 지원 육성에 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도시농

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는 재배하는 행 ,즉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여

가,학습 는 체험 등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

는행 로정의하고 있는데,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해서

는도시내다양한생활공간을도시농장으로확보하기 한정

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RUAF(ResourceCentresinUrbanAgriculture& Food

SecurityFoundation)에 의하면 일반 으로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는 UrbanFarming)은 도시 도시 인근에서

동식물을키우는행 로서,도시 안에서 경제 가치를증진시

키면서생태계건 성을확보하기 한종합 략이다(http://

www.ruaf.org).즉,도시 내농업은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세계 으로 도시의 생태 인 재생과

안 한 먹거리 확보,도시민의여가활용 등을 하여도시농업

이활성화되고있다(http://www.communitygarden.org).나아

가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가를 즐기려

는도시민의욕구가커지고,이러한공간으로서독일의분구원,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 등과 같은 소규모 도시텃밭도 확 되는

추세이다.

도시농업은 주말농장의 형태로 18세기 후반 국에서 시작

하여 재 세계 으로 운 되고 있다(이은희와 김용아,1998).

독일의 도시농업은 19세기 반,독일의 산업화 기에소시민

에게 렴하게 임 해 주면서 시작되었으며, 재 19개 주 지

역단 에15,200개지역연합회가가입해있는독일여가정원연

합회는 총 15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국귀농운동본부 텃

밭보 소,2011). 국은 도시 확 기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

어 범 하게 보 되었으며,런던의 경우 런던시민 3만 명이

임 텃밭 농사를 즐기고,14%의 가구가 자신의 집 정원 농사

를 짓고 있다(BIR편집부,2011).

호르크스튜인(Volkstuin)으로 칭해지는 네덜란드의 도시텃

밭은 법 인 제도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먹거리의 재배를

통해도시농업을발 시켜왔으며,근래에는 크리에이션용

도로 사용되면서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WouterHoltslagetal.,2011).미국의 경우,최근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생산되어 어떻게 오는지

에 한 걱정에서 비롯되어 자신이 사는 주변지역에서 자라고

생산된 먹을거리를섭취하는 로커보어(Locavore)가정착되어

있다(David,2010).

일본은 독일의 분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의 실정에 맞게

보완한 시민농원이정착되어해마다증가하고 있다.일본 시민

농원의 부분은 국가로부터의 보조 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

며,95%는지방자치단체의 의한 사업으로서 이 에서일부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BIR편집부,2011).최근에는

옥상을 이용한 경작지 확보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최 빈,

2011).쿠바는 체 농지의 약 15%인 1,258,000ha에 유기농업

을 실시하고 있으며,소비되는 농산물의 90%는 도시 내 는

도시인근에서 생산되고 있다(BIR편집부,2011).

우리나라에서는자연체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서도시농

업의 선호도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도시농업 련 정책

사업이 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며,텃밭에 한시민들의 참여

가 활발해지고 있다.도시농업과 련된 시민단체로는 귀농운

동본부,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사단법인도시농업포럼,서울그

린트러스트(SeoulGreenTrust),푸른경기 21,인천녹색연합,

도시농업연구회 등이 있으며,취미활동과 로컬푸드를 통한 도

시환경 개선 도시농업문화의 변을 확 하기 한 목 으

로 다양한 시민계층으로 구성된 도시농업포럼이 운 되고 있

다(김태곤 등,2010).

2) 련 법령 제도

국내에서도시농업과직 련된법령은본연구가진행

이던2011년11월22일제정공포되어2012년5월23일에시행

된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과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있다.

도시농업법은 2010년 11월 24일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정을 한 공청회’를 거쳐 2011년에 제정 공포되

었는데,국가 인 범 에서 도시농업 지원에 한 계획을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52 원 ․구본학․ 미 ․권효진

94 한국조경학회지  40권 4 (2012년 8월)

수립하고,공유지와사유지에각각공 도시농업농장,민 도

시농업농장을운 할수있게하여도시농업활성화를 한제

도 장치를 마련하 다(http://www.moleg.go.kr).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에 한 체계 인 지원을 통하여 자

연친화 인 탄소 도시환경 조성,도시민의 정서 순화 도

시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도시민의 농업,농 에 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 의 조화로운 발 도모 등의 취지로

발의되었고,법제1조에의하면 자연친화 인도시환경을조성

하고,도시민의 농업에 한 이해 증진함으로써도시와농 이

함께 발 하고 이바지하는데 목 이 있다.

한도시농업법제8조에의하면도시농업은주택활용형,근

린활용형,도심형,농장형․공원형,학교교육형 등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농장형․공원형에는 공 민 도시농업 농장

외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실습장․체험장․농

자재보 창고등도시농업 련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1년

7월 21일 법안심사 원회에 회부되었으나,개정된 법률안에는

반 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가 2012년 7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제도마련의특징은 정부차원의법률안

제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부개념인 조례가 먼 제정

되어운 되고 있다는 이다.이 조례들은상 법의 임이나

유보 없이 지역의 안문제나 지역만의 독특한 의제가 반 된

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달수,2011).

재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농업 조례 제정 황(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한 법률:2011.10.28)으로는 총 21개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

부 종자생명산업과,2011).

서울특별시의경우,2007년에 국지방자치단체 가장먼

조례가제정된이후로 2010년에송 구와 강동구,2011년에

종로구․성북구․도 구․ 천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 다.

이 밖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을

비하고있다.주요목 은건강하고안 한먹거리제공,단

된 공동체 의식 함양,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 등을 통한 환경

친화 인 도시농업을 발 시키는데 있다. 역시의 경우, 주

는 2011년 3월에, 은 2011년 4월에 각각 조례가 제정되었

는데,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안 한 먹거리 확보,공동체의

식함양,자연친화 인 도시환경조성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명시에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에개정되었으며,수원시,안양시, 주시가2010년에제정하

다. 한 경기도와성남시에서는 2011년 제정하여시행하고있

다.주목 은 시민의 친환경 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공

동체 의식함양,건강한 삶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밖에

부산, 북,경기 부천 등 13개 지자체에서도 재 조례제정을

비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2011).

국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은 시민들

이안정 으로이용할수있도록정부의 극 인지원과 계

법령을 제정하여 장려하고 있다.먼 독일, 국 등에서는 도

시농업을 발 시키기 해 토지임 시민농원 등을 뒷받침

하기 한 법률을 지속 으로 개정하 으며,생산 심의 기존

농업형태에서 녹지기능을 강화시키고 유기농법을 활용한 안

한먹거리재배에이르기까지그 역을확 시키고있다(황지

욱,2010).

네덜란드의 경우,특별한 도시농업 련 법률은 제정하지 않

았으나,시민들의 동참으로 인해 로컬 푸드 운동이 활발히 진

행되고 발달되어왔으며(WouterHoltslagetal.,2011),미국의

경우 도시농업의 운 에 있어서 비 리단체들이 심이 되어

커뮤니티 가든을 형성하고,정부에서 뒷받침하는 형태로 발

시키고 있다(Harris,2009).일본의 경우에는 농지 출,시민농

원정비,생산녹지 련법률을제정하고발 시킴으로써다양한

토지임 제도를통해도시농업을활성화시키고있으며(최 빈,

2011),쿠바는 생산목 으로 도시농업이 발달되었고 활성화를

해 아바나 도시 리 구조령(1999)과 아바나 도시 리계획

(2000)을 실행하여 도시농업을 항구 인 구성요소로 정착시켰

다(RDA,2008).

3)시사 도출

이상에서 고찰한 국내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도시농업

련법의 황을 요약하면표 3과 같으며,분석을 통해서 다음

과 같은 시사 이 도출되었다.

첫째,국외의 도시농업은 정부의 계획 인 추진과 사회 반

인 심 속에서 문가,행정기 ,시민단체,도시민 간의

한역할분담이이루어짐으로써도시농업을유지,발 시키고

있으나,우리나라는 구체 인 정책과 산,조직 등이 아직 정

비되지 않은단계이며,정부와시민간의 활발한네트워크가 형

성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도시농업의 확산을 해서는 정부

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확 함과 동시에 정부의 뒷받침 아래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국외의도시농업은정부의 극 인지원과법 근거

를 제정한 다음에 사회․경제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

비 리단체나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이 육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서야 비로소 도시농업 련법이

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도시농업 선진국가들은 국가나 지방자치제에 의한 경

작지 공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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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제정목 특징

독일

분구원 진법
(1961)

⦁도시 내 농활동 공간 확보,주민의 건강한 삶과 정
서함양 진

⦁경작지,군수물자 생산지 역할
⦁여가활동 교육장소
⦁도시의 공공녹지 기능

연방소정원법
(1983)

⦁분구원의 보호와 진을 한 임 료 규정과 지방정
부의 분구원 조성에 한 진

⦁도시 농시설의 법 근간이 되는 정의,종류,규모,
임 차,운 규정,손실보상, 체용지 조성 등의 사
항 명시

클라인가르텐법
(1983)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통나무집 이용
⦁공동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등의 규정

국

소규모 토지 분배법
(1908)

⦁도시 내 공한지를 도시농업인 는 지역공동체에
렴한 임 비용으로 이용권을 제공하여 식량생산과
건 한 여가를 선용

⦁얼로트먼트 제공을 한 특정 의회의 의무, 정에
의한 토지 구입 등 규정

얼로트먼트법
(1950)

⦁농지 임 차에 한 내용
⦁생산물 매 지

임 텃밭에 한 법
(1992)

⦁텃밭임 에 한 결정
⦁임 텃밭의 종료에 한 보상
⦁별장에 딸린 텃밭과 일정텃밭에 한 규정 등

네덜란드
특정

법률 없음

호르크스튜인(1950) ⦁빈곤한 농업 노동자층 구제 ⦁먹거리 창출,지역의 커뮤니티 형성

로컬 푸드운동
⦁도시농업에 한 시민들의 심과 참여 유도,장기
으로 도시환경에 기여

⦁란드지흐트(Landzicht)
⦁데 니우 론더(DeNieuweRonde)

미국

AllotmentAssociation(1960)

⦁도심 내 유휴지를 일시 농업활동으로 사용

⦁TheParksCouncil(1960)에서 검토한 할당 채원지의
이용방안

커뮤니티 가든
⦁민간단체의 지원,정부의 지원(공한지 제공,창고제공,
기술지원,농업교육 등)
⦁수확한 농작물 매 허용(1987)

일본

농지 출에 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한 법률(1988)

⦁도시농업 활성화 시민농원의 증 를 한 법률
근거 마련

⦁농지 임 시민농원의 개설

시민농원 정비 진법(1990)
⦁부 시설의 신축과 개축의 정비 가능,시민농원의 보

활성화

생산녹지법(1992) ⦁농지 등에 한 녹지기능 보

특정농지 부법
(2005)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기업법인 등이 정 체
결하여 시민농원 개설

특정농지임 법 ⦁농지의 취미 이용

⦁10ha미만의 농지의 부로 상당수의 사람을 상으
로 해 정형 조건으로 행해지는 것
⦁ 리 목 아닌 농작물 재배용 농지의 부
⦁ 부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것

시민농원정비 진법
⦁시민농원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하여 건강한
국민생활 확보,도시환경의 형성과 농 지역의 진흥
에 이바지

⦁「시민 농원의 정비에 한 기본 방침」

쿠바
아바나 도시 리 구조령(1999)

⦁국가 인 생산수단으로 활용하기 함

⦁도시 내의 항구 인 용도지구를 설정하여 도시농업의
활발한 정착 도모

아바나 도시 리계획(2000) ⦁도시농업을 항구 인 구성 요소로 포함

한국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201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
(2007년 이후)

⦁도시농업에 한 체계 지원으로 자연친화 인 탄
소 도시환경 조성,도시민의 정서순화,도시지역 공동
체의 회복,도시민의 농업․농 에 한 이해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자료:BIR편집부,2011.서울:비아이알.필자 재작성

표 3.국내외 법규 제정 황 특징

하여 주말농장 확 ,임 텃밭 증 ,옥상공간 활용 등 경작

지 확보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생태지향 인 농업이

도시 안에 존재하고,도시 속 공간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보

하고 환경친화 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그러므로 극

으로도시농업용지를공 하기 한 련법령개정등이필요

하며,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장기 이고 다기능

인 정책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2.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1)도시농업인

본연구에서조사된도시농업인의일반 특성을성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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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거주지역 거주기간,주거형태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우선,성별 구성은 총 100명 ‘남성’58%,‘여성’

42%로 남성이 약간 많았으며,연령분포는 ‘50 (33.3%)’응

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다음으로 ‘40 (23.2%)’와 ‘60

(20.2%)’의 순이었다.40 이상의 연령층은 부분 어릴

농 을 경험한 연령 로 재의 도시환경 속에서도 농업활동

에 한요구가높음을알수있었으며,특히60 이상의노년

층이30.3%에이르러,이들계층이여가시간활용 이웃들과

교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단된다.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주부가 27%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회사원,자 업,은퇴자 순이었다.주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상 으로시간 여유가많고,건강한먹거리에 한

심때문으로보인다.이와같이50～60 연령층비율이63.6%

에 이르고,은퇴자 주부의 비율이 43%에 이르는 등 도시농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58 58.0

여 42 42.0

연령

30 13 13.1

40 23 23.2

50 33 33.3

60 20 20.2

70세 이상 10 10.1

거주지역
서울 97 97.0

경기 기타지역 3 3.0

거주기간

5년 이하 22 22.0

5～10년 30 30.0

10～15년 18 18.0

15～20년 6 6.0

20년 이상 24 24.0

직업

회사원 18 18.0

공무원 14 14.0

자 업 16 16.0

문직 5 5.0

주부 27 27.0

리랜서 1 1.0

무직 2 2.0

은퇴자 16 16.0

기타 1 1.0

주거형태

아 트 71 71.0

연립주택 1 1.0

빌라 12 12.0

단독주택 15 15.0

기타 1 1.0

표 4.도시농업인의 일반 특징(단 :명,%)

업정책마련을 한주 상층을확인할수있었고,반면에

연령층 직업과무 하게확 하기 한정책마련도시 한

과제임을알수있었다.거주지역은‘서울’97%,‘경기 기타

지역’3%로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악되었고,거주

기간은 ‘5～10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아 트’가 71%로 부분 아 트에서 주거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단독주택’15%,‘빌라’12%,‘연립주택’

‘기타’각각 1%의 순으로 나타났다.

2)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의 일반 특성을 성별,연령 ,근무연수 직

,도시농업담당경험,도시농업업무연수로살펴본결과는다

음 표 5와 같다.먼 ,성별 구성은 총50명 ‘남성’78%,‘여

성’22%로남성응답자가많은비 을차지하 으며,연령 는

‘50 ’가 44%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근무부서는 ‘서울

시․구청’66%,‘경기 기타지역’20%,‘농업기술센터’14%

의 순으로 서울시․구청이 높았으며,근무기간은 56%로 ‘20년

이상’근무자가가장많았다.직 은‘7 ’과‘6 ’의비 이34%

로동일하게높게나타났으며,‘5 이상(12.8%)’,‘8 (10.6%)’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9 78.0

여 11 22.0

연령

20 2 4.0

30 12 24.0

40 14 28.0

50 22 44.0

근무기

서울시․구청 33 66.0

경기 타 지자체 10 20.0

농업기술센터 7 14.0

근무기간

10년 미만 10 20.4

11～20년 11 22.4

20년 이상 29 57.1

직

기능직 1 2.1

9 3 6.4

8 5 10.6

7 16 34.0

6 16 34.0

5 이상 6 12.8

도시농업

담당경험

있다 25 54.3

없다 21 45.7

도시농업

업무기간

3년 미만 32 64.0

4～10년 8 16.0

11～15년 0 0.0

16년 이상 10 20.0

표 5.담당공무원의 일반 특징(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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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이었다.도시농업 담당경험이 있는 사람이 54.3%로 과반

수보다 약간많았고,도시농업 업무기간은 ‘3년미만’이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도시농업 업무는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라도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포함하 다.

이와같이업무경험3년미만의무경험자 는경험이 은

인원비율이높은것은도시농업정책이비교 최근에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며,이후 도시농업의 극 인 활성화와 효율

정책 집행을 해서는 경험을 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도시농업인 텃밭참여 실태 만족도분석

표6에나타난바와같이조사에참여한도시농업인 작물

재배를 포함한 농사경험이 있는 도시농업인은 86%로 나타났

다.재배장소에 한 문항에는 표 4에서 조사 도시농업인의

71%가 아 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아 트의

경우에는 개인용 정원이나 텃밭의 사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을이용하는비율이84.7%로높게나타났다고 단되

었다.

텃밭에참여하게된경 로는‘구청홍보(43.9%)’,‘인터넷(39.8%)’

로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기타의견으로 ‘자녀의 권장’과

‘개인 으로 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김성수 등(2002)이나 신성규 등(2001)의 연구에서 주말농장을

알게 된 동기를 보면 주말농장에 참여 인 지인의 권유가 과

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도시농업 련기 의 소개는 낮

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따라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최

근에각 련기 에의한텃밭참여홍보가 극 으로추진되

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텃밭에서의작물재배시가장어려웠던 은‘리시간부족

(40.7%)’,‘재배지식 부족(32.6%)’,‘재료구입(18.6%)’순으로

나타나,시간 여유와 더불어 재배기술,재료 구입 등의 실질

정보에 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재배지식이 부족

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구청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이

용해씨앗뿌리는시기,잡 제거시기등에 한정보를알려주

면한다는의견이있었고,재료구입과 련하여농기구 여서

비스를 실행하거나 종자,살충액,거름 등을 매하는 농업용

매장을 필요로 하 다.

작물재배방법에 한 기술습득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존의

농사경험(31.6%)’,‘주변사람(26.5%)’,‘인터넷’과‘구청홍보책자’

각각19.4%로 나타났다.즉,텃밭을 이용하는도시농업인의

반이상이개인 인방법에의해서작물을선택하고기술을습

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앞으로 텃밭에 련된 체계 인 교

육이나 로그램 개발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텃밭의 참여 황은 텃밭까지의 교통수단,소요시간,텃밭방

문횟수 등에 한 조사 결과,먼 집에서 텃밭까지의 교통수

구분 빈도 비율

작물재배

경험유무

있다 86 86.0

없다 14 14.0

재배

장소

자택(실내) 1 1.2

주말농장 72 84.7

인근야산 주변 0 0.0

주변 공터 0 0.0

부모님 논밭 11 12.9

기타 1 1.2

텃밭 알게

된 경

구청홍보(구청자료 홈페이지) 43 43.9

인터넷(구청홍보자료를 제외한 정보) 39 39.8

친구권유 5 5.1

텃밭 장홍보( 수막 등) 1 1.0

TV 신문 1 1.0

기타 9 9.2

작물재배

어려운

재배지식 부족 28 32.6

리시간 부족 35 40.7

재료구입 16 18.6

기타 7 8.1

작물재배

리기술

습득경

시청 는 구청공무원 지도 2 2.0

인터넷 19 19.4

구청홍보책자 19 19.4

주변사람 26 26.5

농사경험 31 31.6

기타 1 1.0

텃밭까지

교통수단

도보 11 11.0

자 거 3 3.0

승용차 76 76.0

버스 7 7.0

택시 0 0.0

기타 3 3.0

텃밭까지

소요시간

10분 이내 35 35.0

10～30분 50 50.0

30분～1시간 이내 8 8.0

1시간～2시간 7 7.0

2시간 이상 0 0.0

텃밭

방문횟수

매일 3 3.0

주 3회 2 2.0

주 2회 23 23.0

주 1회 56 56.0

월 2～3회 14 14.0

월 1회 이하 2 2.0

텃밭에

필요한 시설

주차장 125 24.5

보 창고 82 16.0

탈의실 샤워장 63 12.3

리실 59 11.5

휴게공간 96 18.8

조리공간 29 5.7

농업용 매장 38 7.4

기타 19 3.7

표 6.도시농업 참여 도시농업인의 참여 황(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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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승용차’가 76%로 가장 많았고,‘도보(11%)’,‘버스(7%)’

로 나타났다.텃밭까지의 소요시간은 ‘10～30분(50%)’,‘10분

이내’가 35%로,응답자의 85%가 30분 이내에 텃밭에 근할

수 있는 범 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텃밭 방문횟수는

‘주 1회(56%)’,‘주 2회(23%)’,‘월 2～3회(14%)’로,일주일에

한번이상텃밭에방문하는응답자가84%를차지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나,텃밭참여가활발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거주지

가까운 곳에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

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텃밭을 이용하면서 도시농업인이 필요함을 느낀 시설로는

‘주차장(24.5%)’,‘휴게공간(18.8%)’,‘보 창고(16%)’,‘탈의실

샤워장(12.3%)’,‘리실(11.5%)’순으로 나타났다.텃밭이

용 시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자 불편한 시설로 느낀 이

유로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텃밭 방문 시 주차를 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을 필요시설로 느낀 반

면,텃밭으로의 진입도로가 좁아 불편을 겪기 때문에 동시에

불편시설로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 일한 뒤에 쉴

수 있는 장소로서 휴게시설을 희망하 으며,재배작물의 도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근무가 가능한 리인과 리실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도시농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해서는 도시인의 일상생

활 속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근이용이하고,작업을 한 실질

정보제공 기술지원, 한휴식등이요구되며,이를도

시형 농업의 특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4.도시농업의 유형별 선호 활성화 방안에 한

도시농업인과 담당공무원의 인식비교

도시농업의 유형별 이상 형태에 한 선호도 다 응답 질

문으로 설문응답에 해 도시농업인 287개,담당공무원 148개

의유효응답을분석하 다.분석결과,표7에서보는바와같이

‘주택가 주변 공터(자투리땅,유휴지)'의 활용이 14.3%로서 가

장 많았고,'그린벨트(산림지의 유휴지)'가 13.2%,‘개인주택의

마당 화단(11.9%)’과 ‘아 트 베란다 발코니(11.5%)’순

으로,그린벨트를제외하면 집안에서혹은집과가까운곳에서

의 도시농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은20.3%가‘개인주택의마당 화단’을가장선

호하 으며,그 다음으로 15.5%가 ‘건물의 옥상’을 도시농업을

하기에 한 부지로 응답하 다. 의 결과에서 유추해 볼

때,과거의 도시근교에서 행해지던 주말농장과 같은 도시농업

은 차도시안으로들어와주거지인근에 치하여일상생활

을 통해 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극 인 도시농업을

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도시농업인 담당공무원

빈도 응답율 빈도 응답율

아 트 베란다 발코니 33 11.5 13 8.8

개인주택의 마당 화단 34 11.9 30 20.3

건물(상업건물,일반주택)의 옥상 23 8.0 23 15.5

공동주택(아 트,맨션,빌라 등)내 녹지 18 6.3 6 4.1

공공기 ( 공서)내 녹지 는 화단 9 3.1 3 2.0

학교 운동장 공터 5 1.7 14 9.5

학교 건물의 옥상 10 3.5 7 4.7

주택가 주변 공터(자투리땅,유휴지) 41 14.3 17 11.5

어린이놀이터,근린공원 등의 공원 7 2.4 4 2.7

수변녹지(하천변녹지) 11 3.8 2 1.4

도로주변녹지 7 2.4 0 0.0

그린벨트(산림지의 유휴지) 38 13.2 8 5.4

주택가 주변 산림 훼손지

( 재 불법경작지 포함)
21 7.3 7 4.7

공원녹지(분구원) 7 2.4 3 2.0

생산녹지(농지) 20 7.0 10 6.8

기타 3 1.1 1 0.7

합계 287 100.0 148 100.0

표 7.도시농업의 유형별 선호도 차이(단 :명,%)

도시 내 공원녹지나 시유지의 녹지 일부를 텃밭이나 농원으

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임 해 주는 제도에 한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χ2검증과 5 리커트 척도(5=

매우 좋다～1=매우 좋지 않다)를 사용하 으며,결과는 표 8

과 같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신뢰수 95%에서 Fisher의방

법에 의한 정확검정 결과,χ2=8.761,p=0.067로 통계 차이

가 없었으며,도시농업인은평균 수가 4.56,담당공무원은평

균 수가 4.28로 체 평균 수 4.47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공원녹지를 텃밭화하여 임 하는 제도에 해 도시민들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 으로 정 이었고,공무원들

도 체로 찬성하 으나,‘좋지 않다’,‘매우 좋지 않다’의 의견

이 주민에비하여상 으로높았다.반 하는이유로는 녹지

훼손과 공공성 상실을 근거로 공원이나 시유지의 녹지이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강기남 등(2007)은 법 으로 공원 안에 텃밭

을 도입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공원녹지의 유형별로 텃밭을 설

치할수 있는 난이도를제시하 는데,근린공원은특별한 제한

이 없으므로텃밭을 설치하기에 매우 용이하고,이밖에소공원

이나어린이공원에 소규모텃밭,주제공원의일부시설로 텃밭

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 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시농업을활성화하기 한정책실행

의 문제 에 한두집단인식차이결과는 표9와 같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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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상
매우 좋다 좋다 모르겠다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체

도시농업인

빈도 59 39 1 1 0 100

체 % 59.0 39.0 1.0 1.0 0 100

평균 2.95 1.56 0.03 0.02 0.00 4.56

담당공무원

빈도 26 17 3 3 1 50

체 % 52.0 34.0 6.0 6.0 2.0 100

평균 2.60 1.36 0.18 0.12 0.02 4.28

체

빈도 85 56 4 4 1 150

체 % 56.7 37.3 2.7 2.7 0.7 100

평균 2.83 1.49 0.08 0.05 0.01 4.47

표 8.공원녹지 일부를 텃밭으로 임 하는 것에 한 교차분석 결과(단 :명,%)

정책문제

상
인력부족 산부족

정책시행의

의지부족

담당자 문

지식부족

련단체

기 의 부재

시민 심

부족
기타 체

도시농업인
빈도 3 40 22 14 2 13 1 95

체 % 3.2 42.1 23.2 14.6 2.1 13.7 1.1 100

담당공무원
빈도 9 12 10 4 4 9 2 50

체 % 18.0 24.0 20.0 8.0 8.0 18.0 4.0 100

체
빈도 12 52 32 18 6 22 3 145

체 % 8.3 35.9 22.1 12.4 4.1 15.2 2.1 100

표 9.지방자치단체 정책실행 문제 에 한 교차분석(단 :명,%)

셀의 35.7%가 5보다 작은 기 빈도를 가지기 때문에 신뢰수

95%에서 몬테카를로 방법에 의한 정확한 검정 결과,χ2=

17.588,p=0.004으로유의수 0.01에서매우유의하다고할수

있다.도시농업인과담당공무원모두‘산부족’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정책시행의 의지부족’이 2순 로 나타났다.이상의

내용을 볼 때 응답자들은 공통 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리 운 상에 부정 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단된다.

선행연구에서 문가를 상으로장동헌(2009)이 수행한연

구결과,도시농업의유지․발 을 한 문제 으로국가 지

방자치단체에 의한 제도 장치와 담당부서의 부재가 높게 나

타난 바있는데,본 연구 결과 담당공무원과 참여 시민도 유사

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상

텃밭,농업공원 등

녹색공간 확충

도시빌딩 녹화

식물생산공장 산업화

도시농업 인 라 구축

(법제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도시농업 련단체

육성 지원

시민 상 홍보

시범사업
체

도시농업민
빈도 85 5 2 3 4 99

체 % 85.9 5.1 2.0 3.0 4.0 100

담당공무원
빈도 17 3 22 3 5 50

체 % 34.0 6.0 44.0 6.0 10.0 100

체
빈도 102 8 24 6 9 149

체 % 68.5 5.4 16.1 4.0 6.0 100

표 10.도시농업 활성화를 해 추진해야 할 정책에 한 교차분석(단 :명,%)

도시농업의 보 활성화를 한 정책에 한 인식차이는

표 10과 같이 담당공무원과 도시농업인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

이고있다. 체셀의40%가5보다작은기 빈도를가지기때

문에 신뢰수 95%에서 몬테카를로 방법에 의한 정확한 검정

결과,χ2=52.135,p=0.000으로 유의수 0.001에서 매우 유의

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다수의 도시농업인은 ‘텃밭이나

농업공원등녹색공간확충’을응답하 으며,반면에담당공무

원의 경우 ‘도시농업 인 라 구축’이 가장 시 한 것으로 응답

하 다.기타추가의견으로 문 리인배치,텃밭을국가에서

일정량 비축해 뒀다가후일 매하는 방법,농장 리를소홀히

하는 이용자 확인 후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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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권장 등의 의견이 있었다.따라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해 도심 내 경작 가능한 유휴지의 확보가 실하며,지역특성

에 맞는 텃밭기 을 정립하고,텃밭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농업 황 망에

한 담당공무원 인식결과 상 분석

도시농업의 유지 활성화를 한 조례와 정책시행에 하

여 문가집단인 담당공무원만을 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표11과같으며,응답자가 소속된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농업 지원 사업 진행 여부에 ‘지원하고 있다’가 72.9%로 조사

에 응답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 사업이 정 인 반

응이었으나,‘ 지원계획이 없다’도 5명(10.4%)로 나타나,

도시농업이 도시농업인 안 한 먹거리를 해결하기 한 수단

이며,도시생태계의질을증진시키는 정 효과를 감안할때

도시농업 활성화를 해 극 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문제 에 해서는 ‘산

지원확보’가40.0%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문기술부족

(20%)’,‘농공간의 확보(18.0%)’,‘인력부족(16.0%)’의 순이

었다. 표 8의정책실행의 문제 과마찬가지로 본문항에서

도 ‘산부족’의 비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

뿐만아니라,지자체에서도 도시농업과 련된 산 지원 등을

구분 세부내용 빈도 비율

근무하는 지자체 도시농업

지원 사업 진행 여부

지원하고 있다. 35 72.9

지원계획에 있다. 4 8.3

검토 이다. 4 8.3

지원계획이 없다. 5 10.4

도시농업 정책시행 지자체

문제

산과 지원확보 20 40.0

인력부족 8 16.0

문기술부족 10 20.0

주민교육 의견수렴 1 2.0

농공간의 확보 9 18.0

기타 2 4.0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도시농업 망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22 44.9

다소 한계가 있으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1 42.9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2 4.1

시간이 지나면 도시민들의 심이 사라질 것이다. 0 0.0

리 경 훼손,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4 8.2

합계 149 100.0

표 11.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운 실태 망(단 :명,%)

더욱 극 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도시농업 망에 하여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것이다(44.9%)’가 가장 높았고,근소한

차이로 ‘다소한계가있으나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가42.9%

로 나타났다.‘별다른 실효성이없을것이다(4.1%)’와 ‘리

경 훼손,오염등의문제가 발생할것이다(8.2%)’라는의견도

있었으나,도시농업의 망에 하여 체 으로 정 인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경 훼손이나 오염과 같은

부작용에 한 처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표 8에서 다뤘던 공원녹지를 텃밭으로 조성해 임 하

는 것과 경작지 확보를 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한 정책수단과 지원부서 신설의 효

과를도시농업의필요성 효과와연결시켜각변수간의상

계를 알아보기 해 담당공무원의 응답결과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변수는 도시농업의 요도,효과 만족도와 련된

질문이었으며,4번과 15번 문항은 각각의 항목들의 평균값을

제시하 다.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공원녹지나사유지

일부를 임 하는 것과 도시농업 지원을 한 부서신설 필요성

에 해서도통계 으로매우유의한양의상 (ρ=0.557,ρ=

0.541)을 보여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농업 필요성에 정 인 응답자들은 도시농업이 여러

측면에서효과가있다고생각하 으며,특히‘도시주민들을

한 안 ․안심한 먹거리 생산’과 ‘도시의 주민 아이들의 교

육 효과’측면에서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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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도시농업의
필요성에 한
찬성 입장

6.공원녹지나
시유지 등

공원녹지의 임 에
해 정 입장

7.경작지 확보를
한 그린벨트
해제에 해
정 입장

11.도시농업
지원부서 신설에
해 정 입장

4.도시농업
효과에 해
정 입장

15. 행 도시농업
정책수단의 효과

여부

2.도시농업의 필요성에 한 찬성 입장 1 .557** .240 .541** .525** .463**

6.공원녹지나 시유지 등 공원녹지의

임 에 해 정 입장
- 1 .461** .465** .568** .560**

7.경작지 확보를 한 그린벨트 해제

에 해 정 입장
- - 1 .284* .134 .210

11.도시농업 지원부서 신설에 해

정 입장
- - - 1 .362** .444**

4.도시농업 효과에 해 정 입장 - - - - 1 .487**

15. 행 도시농업 정책수단의 효과 여부 - - - - - 1

*p<0.05,**p<.01

표 12.도시농업효과와 정책 활성화방안 만족도간의 상 계

0.367,ρ=0.509)을보 다.도시농업의보 활성화를 한

정책수단의 효과에 해서는 상 계수 0.463으로 부분 효과

이라고 생각하 다.

공원녹지나 국․공유지의 일부를 경작지로 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한 다양한

정책과 그 정책의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도시농업

의효과에 해서모두높은양의상 을나타냈다.먼 ,경작

지확보를 하여도시주변의일부그린벨트를해제하는것에

해서도 높은 양의 상 을 보 으며(ρ=0.461),도시농업 지

원을 한 부서신설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ρ=0.465).

다음으로 도시농업의 효과에서도 ‘도시의 유휴 공간 활용’,‘도

시의 도시농업인 아이들의 교육 효과’,‘도시농업인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측면에서 높은 양의 상 을 나타냈다. 한

도시농업의 보 활성화를 한 정책수단이 효과 이라고

응답하 으며,특히 ‘정부의 력 지구지정’과 ‘제도 법규

의 제정에 의한 리’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다.

경작지 확보를 하여 도시주변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

는정책에찬성하는응답자들은도시농업지원을 한부서신

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시농업 지원을 한 부서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은 도시농업의 효과에 해서도 정 으로 생각하

으며(ρ=0.362),도시농업의 보 활성화를 한 정책수단

이효과 이라고 응답하 다.특히‘정부의 력 지구지정’에

높은 양의 상 을 보 다(ρ=0.409).

도심에서이루어지는도시농업이효과 이라고 응답한 사람

들은 체 으로 도시농업의 보 활성화를 한 정책수단

이 효과 이라고 생각하 으며,특히 ‘정부의 력 지구지정’

과‘제도 법규의제정에의한 리’에 하여각각통계 으

로 유의한 양의 상 (ρ=0.428,ρ=0.468)을 보 다.

Ⅳ.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인과 실

질 으로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두 집단의 인식차이 비교를 통해 향후

도시농업의 추진 방향 활성화방안에 하여 고찰하 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시행으로 도시농

업의법 근거는마련되었으며,더활성화를 해서는도시공

원 시설로서의 도시농업 련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주

제공원으로 주로 도시농업 기능을 하는 도시농업공원 추가 여

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도시농업인의텃밭이용 황 활동과 련된설문에

서 응답자들은 작물재배 경험(86%)이 있었으며,주말농장 이

용률(84.7%)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아주말농장이용․확

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텃밭을 알게 된 경 로는

‘구청홍보(43.9%)’가가장높아 조사 상지 내구청에서 도시

농업의홍보가직 인 향을미치고있으므로향후홍보

략도 공공기 과 연계된 체계 략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

었다.작물재배시어려운 으로‘리시간부족’40.7%,‘재배

지식부족’32.6%의순으로 높았으며,작물재배방법에 한기

술습득은 ‘기존의 농사경험(31.6%)’과 ‘주변사람(26.5%)’에 의

한 방법으로 주로 습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텃밭의 참여 황으로,텃밭까지의 교통수단은 승용

차가 가장 많았고,도시농업인들은 부분 텃밭까지의 소요시

간이 30분 이내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텃밭 방문

횟수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텃밭에 방문하는 응답자가 84%로

텃밭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텃밭이용 시 필요

함을 느낀 시설로는 주차장,휴게 공간,보 창고, 리실 등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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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인과 실질 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한 도시농업 형태의 유

형별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도시농업인은 ‘주택가 주변

공터(자투리땅,유휴지)’,담당공무원은 ‘개인주택의 마당

화단’을 향후 도시농업 활용공간으로서 가장 선호하 다. 한

두집단 모두 공공녹지의 사용을 정 으로 생각하 다.따라

서공공녹지일부를텃밭으로조성해임 하는것에 한질문

에서 도시농업인과 담당공무원 모두 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보 으나,담당공무원 일부는 녹지훼손과공공성 상실의이

유로 부정 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한 정책실행에서는 도시농업인과

담당공무원 모두 공통 으로 ‘산부족’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선택하 고,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해서는 도시농

업인의 경우,‘텃밭이나 농업공원등 녹색 공간 확충’이 86%로

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도시농업담당공무원의경우‘도시

농업 인 라구축(44%)’,‘텃밭이나 농업공원 등 녹색 공간 확

충’(34%)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농업 황 망에 한

도시농업담당공무원인식결과,근무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시농업 지원사업 진행 여부는 89.5%가 정 인 생각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 시행정책 문제

으로는‘산과지원확보’가40%로,도시농업과 련된 지원

이 미흡하다고 단되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

한 도시농업 망에 해서는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와

‘다소한계가있으나활성화에 기여할것이다’가각각44.9%와

42.9%로 체 으로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도시농업의효과 필요성과도시농업정책활성화

방안간의만족도를 악하기 한상 계 분석결과,도심에

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이 효과 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

람들은 반 으로 경작지 확보를 한 공원녹지의 활용과 그

린벨트 해제 도시농업 지원을 한 부서신설에도 정 인

입장을 보 다.

따라서이러한결과를볼때도심지내도시농업을활성화하

기 한 방안에 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도시공간의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시농업용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기존 옥상시설을 보완하거나 조성 정인

옥상녹화 상지의 경우,옥상녹화와 도시텃밭을 병행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유휴지

리가 소홀한 도심 내 산림경작지 확보를 통해 텃밭 조성

분양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인과담당공무원이모두선호한 공원녹지의임 를

제도화하여 도시농업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며,정책실행을 해서는 산확보,도시농업 련 로그램의

운용,도시농업인과 담당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

지식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도심 내지가상승으로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있으나,

도시텃밭,도시농업공원,옥상녹화,하천둔치녹지와자투리땅

등 일부를 잠재 상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이

를통해도시농업활용지가도심의 요녹색인 라로정착되

도록하는정책 인 지원이필요하며,도시농업활성화가이드

라인 마련에 요한 기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재 도시농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일부

심 있는 개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도시농업의 지

속성을 확보하기 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노력도 요하지만,

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이 가

능하도록제도 ․기술 차원에서의뒷받침을해주어야 한다.

이연구가진행되고마무리되는시 에서도시농업육성 지

원에 한 법률이 제정된 바,시행령,시행규칙,조례 지침

등 구체 인 실천 수단을 극 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

와 련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략에 맞추어 기존 조례를 개정

하거나 추후 제정 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량에 한에코마일리지부여등인센티 제공과같은친환경

인 항목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즉, 도시는

도시농업을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월한 복지차원에서 도시

농업의 여가문화를형성하게 하고,지방도시는 로컬푸드(Local

Food)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기술 지원이 필

요하다.

셋째,본 연구에서 체 으로 도시농업인들은 텃밭이용 시

재배방법이나 리방법에 한 지식부족으로 도시농업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즉,도시농업인,비 리민간단체,담

당공무원간의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인이 경작

활동에 한 문제 의문사항,향후 개선방향 등에 해서

자유롭게 토의․건의토록 하고,기본 인 농업기술 습득과 유

용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공간이 필요하다.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등을 운 하여 의견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도시민참여형농업육성을 한재배지식교육 문

인력양성이필요하다.본연구의 인식조사에서 체 으로 도

시농업인들은 텃밭이용 시 재배방법이나 리방법에 한 지

식부족으로 도시농업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텃밭의 활성화를 해서는 도시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시농업 도우미나 계 별 농사체험을 한 매뉴얼 개발․보

을 통하여 문 이고 체계 인 도시농업 련 기술교육 다

양한 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의조경 련학과,조경학회 련 학회, 문

가들이참여하는조경사 회등 련학․ 회등을통해 문

인 정규교육과 평생교육,특강 실무 로그램 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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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 로서 2012년부터 실시될

․ ․고교 주 5일 수업 면실시를 고려하여 토요 로그램

일부를 도시농업과 련된 로그램과 연계 운 이 필요하다.

즉,친환경무상 식 등을 한 학교옥상이나 학교녹지 일부를

도시농업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농업에 한 참여․체험학

습과지속 인교육을통해도시농업에 한인식을함양할필

요성이 있다.

여섯째,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흥미를 일으

킬만한 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즉,씨앗뿌리기,모

종심기와같은체험과교육을통해농사의즐거움과가치를이

해하도록 하며,지방자치단체별 나눔 장터를 개설하거나

국․지역 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생산물과 정보를 교환하

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그러므로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 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 인 정책모색

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시설에 한 법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즉, 행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시설 유형에 도시농업시설을

추가하며,구체 인시설로는 재입법 고된 실습장,체험장,

농자재 보 창고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공원

내 도시농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티 가든을 도시농

업시설로 제안한다.

한본연구에서는밝히지못했지만,도시민의정서순화

공동체의식 함양을 해 도시농업을 주된 목 으로 설치하는

도시농업공원을 도시공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에 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와같이본연구는텃밭형태의도시농업에참여하는도시

농업인과 정책입안자인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

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실질 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향후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들을

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도시농업의 새로운 복지문화모

델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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