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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농업은 점차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 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문화의 한 요소로 변모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에서 문화로 변화하는 도시농업의 패러다임 가운데 특히 도시농업축제

라는 유형을 통해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점과 가능성을 찾

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 및 박람회가 여러 도

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산업전·제품전 이상

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The agriculture and food fair_US 

Virgin Islands’와 같은 국외의 사례를 보면 도시농업은 도시 및 지역 전체

의 축제로 도시브랜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로컬

푸드를 교류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공유하며, 축제기간 동안 도시의 곳곳

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형화된 장소에서 획

일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에 급급한 국내의 도시농업축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축제의 장소로서 공간계획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전반

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저야 하며 행사에 대한 명확한 주제의

식을 설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운영상에 있어서는‘준비기간-행사기간-

철거-차기년도 준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며, 축제의 

공간구성에 대한 계획이 각 단계별로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고찰을 넘어 현실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 전략을 통한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부터  

 농업도시라 불리는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시농업관련 인적자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농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대상지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인 수원시 그린농업축제의   

 공간적 장소로써의 기능과 일상시 운영되고 있는 시민텃밭으로써의 기능,  

 즉 축제와 일상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활용방안에 주  

 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원시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과 도시농업단

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지인 당수 시민농장에서는 부족한 시설

과 환경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텃밭을 운영하며 ‘다래기 장터’등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 지역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시민텃밭을 분양하고 도시농부학교, 도시농업아카

데미 등 도시농업프로그램과 더불어 수원그린농업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당

수시민농장은 미활용 국유지라는 이슈와 함께 변화를 겪고 있다. 국유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지를 단순히 임대텃밭의 기능 뿐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

상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 또는 재활용하여 물리적인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공간적 개선점과 운영적 개선점으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공간

적 개선방안으로는 노후화등의 문제로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기존 건물들의 

리노베이션과 외부공간을 활용한 메인 프로나미드의 조성을 제안해 보았다. 

그리고 운영적 개선방안으로는 축제사업예산을 활용한 4단계 실행계획을 통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축제기간동안 설치되는 전시

부스들과 시설물들을 재활용하여 텃밭의 농기구 보관소, 창고 등으로 이동

설치하는 방법이다. 즉, 축제라는 일시성을 가진 요소를 재활용하여 장기적

인 일상과도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본 계획안을 통해서 농업도시 수원의 도시브랜드 강화 및 도시농업의 발  

 전적 모델을 제시하며 도시농업과 어우러진 공원의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  

 게 새로운 문화공간과 축제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았다. 또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 및 사회기부  

 등의 사회적 효과와 도시환경개선을 기대해 본다. 

주요어 : 도시농업, 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축제, 수원당수시민농장, 축제와 일상

학번 : 201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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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이라는 기존의 목적을 넘어 이제 도시

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개인적이고 일

상적인 활동으로 행해졌던 도시농업은 이제 문화적이고 대중적이며 때때로 

비일상적 요소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도시농업

의 새로운 트랜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형태로 나타난다.

   1) 도시농업의 새로운 전환점 : 산업에서 문화로 변모하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산업화   

 이후 농업이 도시와 분리되었고, 기계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은 농업을 여가  

 이자 치유의 목적으로 다시 찾게 되었다. 도심 근교로 주말농장과 텃밭이  

 유행처럼 번졌고 화학비료의 사용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유기농산  

 업, 친환경산업으로 도시농업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농업은   

 여러 계층, 연령, 집단에서 교육, 치료, 문화행사 등 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박람회를 해마  

 다 개최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농업은 다양한 문화  

 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직거래 소비문화의 확산 :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웰빙(well-being)열풍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  

 가하여 도시인들이 야채와 과일 등을 직접 재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졌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도시에서 자투리땅과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등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도시농업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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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 유기농상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유기  

 농법으로 재배된 각종 농산물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생  

 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또한 도시농업관련기관, 시민단체, 지자체등 여러 기관들의   

 주최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직거래장터와 플리마켓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잡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소비문화  

 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지역문화, 도시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도시농업관련 제도적 토대마련 : 텃밭에서 공원으로, 도시농업영역의  

     확대

   최근 국내의 도시농업과 관련한 제도적인 이슈들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능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3년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률」이 그러한 제도적 토대이다.(표1-1) 지금까지 주로 민간에 의해 활성화  

 되어 온 도시농업은 이제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한걸음 더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이루어져왔던  

 도시농업을 되짚어 보고, 도시농업을 둘러싼 쟁점과 시사점을 찾아 새로운  

 대안들을 구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주제공원으로서 도시  

 농업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에게만 배분되는 기존 임대형  

 텃밭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개인과 단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일부 시민들과 몇몇단  

 체에 의해 텃밭, 주말농장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도시농업의 범위가 점  

 차 공원, 문화, 축제등 도시문화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농업  

 이 가져야 할 공적인 의미를 찾고 본 연구의 계획안에도 반영해 보고자 한  

 다.

   아래는 앞서 나왔던 도시농업과 관련한 최근의 두 가지 관련법의 제정 및 개  

 정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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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

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

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

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

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

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

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

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

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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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 도시농업관련 제정 및 개정된 두가지 법률1)

   이처럼 도시농업관련 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지만, 중앙부처에서  

 모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각 지자체마다 조례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었다. 그만큼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발생하  

 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풀뿌리 민주주의  

 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29일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 육성조례 제정, 2010년 10월 7일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10년 11월 10일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그리고 2011년 5월 3일에 제정된 경기도의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도시농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도시농업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  

 다. 

   4) 농업도시 수원

   수원시는 지난 220년의 세월동안 한국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수원 북평은 규모가 넓고 원대하여 성을 세  

 우고 읍치를 설치하면 대번진을 이루며, 북평 안팎으로 가히 1만호를 수용  

 할 수 있겠다’하였다. 이에 1789년 정조는 수원부 읍치를 이전하고, 1790  

 년에는 채제공에게 명을 내려 화성인구 증가방안을 지시하였다. 대대적으  

 로 퇴비증산을 한 뒤, 수원주변의 땅이 기름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이 몰려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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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게 되었다. 이후 정조는 안정적인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하여 만년제, 만석  

 거 등의 저수지를 축조하고 대유둔, 만년둔과 같은 국영농장을 두었다.     

 1799년에는 현재 농진청이 있는 서호를 ‘축만제’라고 축조하여 협동영농  

 방식과 수리영농기술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1949년에  

 농업기술원이 발족을 하였고, 1957년 중앙축산기술원과 중앙원예기술원이  

 농사원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지금의 농진청의 기능에 가까워졌다. 1971년   

 통일벼를 개발함으로써 쌀의 보급이 급증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주곡독  

 립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수원은 농업의 산업화 및 고도화를 이루  

 지 못하였으며, 농업도시로서의 역사성이 잊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한국농업의 발전을 고스란히 간직한 농업도시 수원은 다시 새로운 행보  

 로 도시재생을 하려하고 있다. 

  

   5) 수원시의 도시농업 현황 및 가능성

   수원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공  

 원,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 자족시설용지 등  

 으로 활용하는 결정을 하였다.3) 2013년 12월 30일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종전부동산(198만㎡) 활용계획안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최  

 종 확정되었다. 전체 개발면적 198만㎡의 35%를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기반  

 시설로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  

 동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부지는 정조시대부터 한국농업발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보존하고자 하며,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을 비롯  

 한 시민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  

 기로 하였다.

   또한, 수원시는 미활용 국유지인 권선구 당수동 437-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계획부지와 더불어 인근 국유지  

 와의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토지이용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수원시의  

 정책과제의 일환이다.4) 당수동 계획부지의 면적은 94,461㎡이며, 현재는 수원  

2) 「수원과 농업」수원시정연구원(2013), p.1-2

3)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http://korealand.tistory.com/2711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12.30.)

4)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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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시민농장으로 운영 중에 있다. 

   수원이 가지고 있는 농업도시라는 상징성과 전통성은 국내의 도시농업 연  

 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불어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농업관련  

 정책은 지역주민에게 거주환경의 질을 높여주고 주민복지의 구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농업은 점차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   

 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문화의 한 요소로 변모하는 새로운 전  

 환점에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에서 문화로 변화하는 도시농업의 패러다임   

 가운데 특히 도시농업축제라는 유형을 통해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  

 로의 개선점과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 및 박람회가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산업전·제품전 이상의 이미지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The agriculture and food fair_US Virgin Islands’와   

 같은 국외의 사례를 보면 도시농업은 도시 및 지역 전체의 축제로 도시브랜  

 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로컬푸드를 교류하고 새로  

 운 농업기술을 공유하며, 축제기간 동안 도시의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난다. 

   정형화된 장소에서 획일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에 급급한 국내의 도시농업축  

 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축제의 장소로서 공간계획 뿐 아니라 장기   

 적인 계획과 함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저야 하며 행사  

 에 대한 명확한 주제의식을 설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운영상에 있어서는   

 ‘준비기간-행사기간-철거-차기년도 준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도입  

 이 필요하며, 축제의 공간구성에 대한 계획이 각 단계별로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단계들에 대한 계획을 연구하여 국내에서 도  

 시농업축제가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양한 연령, 계층의 이용자들이 함  

 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축제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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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더 다양하고 많은 계층들이 도시농업을 향유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3. 연구의 의의

   1) 도시농업의 가치를 재조명

   미국의 경제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 : The Third    

 Wave」에서 미래사회는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견  

 하였다.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는 산업  

 사회 특징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고 소비자가 곧 생산  

 자가 되는 비화폐 경제를 의미한다.5)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열망과 인간의  

 경작본능은 도시농업을 프로슈머로 가능하게 했다. 산업사회가 양산한 서  

 구적 식문화로부터 건강을 되찾고 먹을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들  

 이 옥상정원, 주말농장, 텃밭 등의 도시농업을 통해 웰빙문화와 더불어 확  

 산되고 있다. 나와 가족이 먹을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프로슈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범국가적 논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도시농업활동이 가진 많은 이점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타산업과의 연계 및 조경가의 새로운 역할 제시

   지금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도시농업은 도시 내 유휴지의 활용이라는 측  

 면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도시민들의 취미로써 주말농장 또는 텃밭의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도시농업이 여러 분야에    

 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의 도시농업은 아직 일부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전시의 성격이 강한 공원 내의 시범텃밭들조차 조경적인   

 요소나 미적인 요소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조경가협회  

 (AILA)는 foodscape 즉, ‘경관으로의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경작에 미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하며 조경가의 역할을 강조했다.6)

5)「제3의물결」, 앨빈토플러(Alvin Toffler)

6) “Eating the Landscape: Aesthetic Foodscape Design and its role in Australian Landscape Architecture.”A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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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3년 5월 10일 “Agro-healing 산업화를 위한 도시농업 적용방안  

 심포지엄”에서는 도시농업이 인간의 감성과 병을 치유하는데 이롭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다.7) 의료와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Agro-healing과  

 Agro-medical과 같이 도시농업은 이제 취미나 여가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들과도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시농업이 단순히 농업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산업들과 융·복합을 통해 더욱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조경가의 새로운 역할까지 요구되는데 도시농  

 업페스티벌을 예로 들자면 기획단계부터 공간조성, 평가단계, 차기년도 준  

 비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안목과 역할이   

 필요하다.

   3) 문화, 축제로의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문화적 요소로 공원의 물리적·디자인적 공간과 더불어 축제  

 라는 사회적 장치와 결합된다면 공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국내에서  

 텃밭이나 주말농장의 형태로 일부 시민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행해져온 도시  

 농업은 문화라기보다 취미·여가생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주로 사  

 유지를 통해 발전해 온 국내의 도시농업은 사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국외의 사례들을 보면 공원이라는 물리적인 요소와 결합한 도시농업  

 축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시의 문화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변  

 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국내의 도시농업 또한 해외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으며, 공적인 영역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7) Agro-healing 산업화를 위한 도시농업 적용방안 심포지엄, 농촌진흥청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94089,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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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번지 일대 (당수시민농장)

   수원시의「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정책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  

 로 수원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4.8㎡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대형공원이 부족하고, 동수원과 서수원의 지역 불균형발  

 전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상지가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특히 공원을 비롯  

 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집행공원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유지의 공원화 사업 등 도시공원계획정책을 구체화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미활용 국유지인 당수동 일대를 농업테  

 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미활용 국유지의 활용이라는 이슈와 함께 농업테마공원으  

 로 추진중에 있는 당수시민농장을 연구대상지로 선택하였다. 현재 활용되  

 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마다 대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  

 린농업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1-1] 연구대상지의 위치

8)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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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1) 도시농업의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그 자체의 개념보다는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즉,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기로 한다. 물  

 리적(공간적) 요소인 도시농업공원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컨텐츠로써 도시  

 농업축제를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림1-2]와 같이  

 공원이라는 물리적 요소에 도시농업이라는 일상적 컨텐츠와 축제라는 비일  

 상적 컨텐츠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연구의 착안점을 두  

 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림1-2] 내용적 범위의 도식화

  

   2) 사례분석

   도시농업공원과 도시농업축제의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공간의 활용 및 기존 축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이슈 모두를 다루

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공간적 특징과 프로그램적 특징을 모두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도시농업공원의 사례를 통해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농업축제의 

사례를 통해서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단발적 축제가 아닌 선순환구조에 

의해 매해 개최되는 성공적인 도시농업축제 사례들을 통해 본 연구의 계획

안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본다. 

[그림1-3] 사례분석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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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지 분석

   대상지에 대한 기본조사, 현황조사, 주변환경 분석 등을 통해 대상지가   

 지닌 물리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또한 대상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원시   

 그린농업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과 가능성을 관찰해 보았다. 2014년  

 부터 대상지 답사와 조사를 통해 관찰하고 분석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물리적, 지리적 요소와 함께 대상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인문학적,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문헌  

 과 지역연구보고서등을 참고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4) 축제와 일상 각각의 공간활용방안 제시

   현재 시민농장으로 운영중인 대상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축제기간일 때  

 와 일상기간일 때를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대부  

 분의 공간이 임대텃밭으로 운영되는 일상기간에는 텃밭운영, 농부학교 등  

 의 교육프로그램, 정기적 플리마켓이 주로 이루어지며 축제기간 중에는 전  

 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공간활용은 프로그램에 의해 결  

 정되므로 프로그램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변적인 공간활용을 통해서   

 축제와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본 연구의 계획안을 통해     

 현재의 그린농업축제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들을 대상지   

 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자 한다.

 

   5) 계획의 선순환 구조 : 4단계 프로세스

   축제의 사업비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 축제 후 시설물들을 일상공간에 재설치,  

 다음 축제기간동안 나머지 시설물 설치, 축제 후 시설물들을 일상공간에 재활용  

 하는 총 4단계의 계획이다. 즉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총 4단계에 따른 단계별  

 실행계획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가변적인 디자인과 재활용을   

 통해 현실가능성을 높인 계획을 하고자 한다. 계획의 4단계 프로세스는 제 4장  

 의 기본구상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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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선행연구 검토

1. 도시농업 연구의 변천과정

   국내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적 관심과 트랜드의 변화에  

 따라서 연구주제와 내용이 달라져 왔다. 손슬기(2013)는 이러한 도시농업  

 연구의 변천사를 시기별로 나누었는데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취미·여가 담론기’, ‘지속가능 담론기’, ‘정책화·실용화 담론기’  

 로 구분하였다. 주말농장형태의 도시농업이 주를 이루던 1990년대에는 

‘주말농장 이용실태 분석 -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이은희,김용아, 1998), 

‘시민농원의 이용동향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노경아,김유일, 1995), ‘주  

 말농장에서의 즐거움’(이희승, 1999)등 취미이자 여가로써의 도시농업을  

 다루었다.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던 2000  

 년대에는 ‘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김수봉,조진희,정응호, 2002), 

‘도시농업의 영농실태와 지속가능성 모색 - 전주시를 사례로’(장동헌,   

 2007)등과 같이 도시농업이 단순한 체험활동, 여가활동을 벗어나 도시농업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다.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200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지자체와 국  

 책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9) 

2. 도시농업관련 선행연구

   2000년 후반부터의 선행연구를 도시농업 자체가 그 연구중심이 되는 도  

 시농업관련 연구와 도시농업의 공간에 초점을 둔 도시텃밭·도시농업공원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표1-1]과 같이 도시농업관련 연구를 살  

 펴보면 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의 현황 및 운영, 도시농업 발  

 달사, 도시농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권태은(2014)은  

 서울시 도시농업의 문제점을 도시텃밭의 이용자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김민선(2014)은 여러 이점과 가능성을 가진 공동주택단지내의 도시  

 농업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운영방식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양주(2012)는 도시농업법 시행령에 맞추어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및  

9)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손슬기(2013),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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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차희(2012)는 도시농업 운영주체의 변화양  

 상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농  

 업분야에서 주를 이루다가 점차적으로 조경학, 도시계획학 등 인접학문으  

 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표1-2] 도시농업관련 선행연구

10)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유시범(2014), p.14

저자 도시농업관련 선행연구

권태은
서울시 도시농업의 발달과 현황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김민선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건축대학원, 2014)

김은옥

외2명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0)

박태호
도시텃밭의 운영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 대학원, 2012)

박혜숙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소현정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손슬기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이윤주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정원박람회 전략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이동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및 활동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이병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지 확보방안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이양주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이차희
도시농업 운영주체별 조성과 운영방식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장동헌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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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텃밭·도시농업공원 관련 선행연구  

   다음으로 도시텃밭, 도시농업공원 등 도시농업이 행해지는 공간에 초점  

 을 둔 연구들을 [표1-2]와 같이 정리하였다. 노희영(2012)은 텃밭공동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시텃밭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유시범(2014)  

 은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임정언(2009)은 도시커뮤니티 활성화에 의의를 둔 도시농업공원의 설계를  

 하였고 채희은(2015)은 주민참여형 텃밭정원의 필요성과 함께 운영관리지  

 침을 제시하였다. 도시농업을 도시텃밭, 도시농업공원, 공동주택단지 등    

 특정 공간에 한정지어 현황과 특성을 구체화하려는 연구들이 많았으며 도  

 시농업을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유휴지의 활용에 가능성을 두었다.

   [표1-3] 도시텃밭·도시농업공원관련 선행연구

저자 도시텃밭·도시농업공원 관련 선행연구

김옥진
도시 경작지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9)

김미향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남궁희
도시공원내 텃밭 도입에 따른 공원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2014)

노희영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박세준
공동주택단지 도시농업의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대학원, 2014)

유시범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윤세미
도시내 잔존농지를 활용한 농업생태공원 조성과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임정언
동탄 도시농업공원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임효선 
녹지확충을 위한 도시농업의 조경적 전개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1)

표창연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및 한강 노들섬 수직농장 계획
(고려대학교 건축대학원, 2014)

채희은
도시농업공원의 주민참여형 텃밭정원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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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축제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의 중심내용인 도시농업축제 또는 도시농업페스티벌에 관련된 선  

 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지역축제나 박람회를 키워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주로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며 지역축제를 도시브랜딩에 기  

 여하는 요소로 다룬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다  

 루는 도시농업축제 활성화의 관점은 분명 다르지만, 축제를 장기적인 안목  

 으로 계획하는 것을 성공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과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부  

 분은 공통점이 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사례 분석  

 -제7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중심으로’(김세진, 2012),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콘텐츠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김현지, 2012), 

‘지역축제의 성공요인분석 : 고령군 축제를 중심으로’(곽용환, 2012), ‘지  

 역개발전략으로서 지역축제 특성에 관한 분석’(임승후,배귀희, 2014), ‘싱  

 가포르 오차드 로드 라이트 페스티벌이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정현  

 경, 2011),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을  

 중심으로’(유용재,최화열, 2013)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축  

 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축제를 지역개발의 전략으로  

 이용하는 내용이다. 

   박람회를 키워드로 한 연구에서는 국내의 박람회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  

 로 꼽히는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꽃박물관 제안을 통  

 해 지역브랜딩과 화훼농업의 발전가능성을 찾고자 했던‘화훼농업의 미래  

 를 위한 박물관 제안 -고양꽃박물관을 중심으로-’(송은지,배은석, 2015)는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들의 지역정체성 확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슷한 주제의 연구로

‘국제꽃박람회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고양꽃박람회 사례비교 연구’(김문  

 석, 2010), ‘고양 세계 꽃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김영, 2000),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양  

 국제꽃박람회를 중심으로’(김완규, 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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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의 차별화 및 쟁점

   도시농업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조경분야 뿐 아니라 학계의 여러 분야  

 에서 도시농업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련한 많은 논문  

 들과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시농업을 도심 내 유휴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  

 루고 있으며 본 연구의 중심내용인 도시농업축제에 대해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도시농업이 여가·취미생활을 넘어 도시축제·문화의 형태로 한층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적 요소로의 도시농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의 주된 형태였던 텃밭, 주말농장, 파머  

 스마켓 뿐 아니라 도시의 축제와 문화로 도시농업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차별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고찰을 넘어 현실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 전략을 통한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부터  

 농업도시라 불리는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시농업관련 인적자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농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대상지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인 수원시 그린농업축제의   

 공간적 장소로써의 기능과 일상시 운영되고 있는 시민텃밭으로써의 기능,  

 즉 축제와 일상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활용방안에 주  

 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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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 도시농업의 개념보다는 연구의 핵  

 심주제인 도시농업공원과 도시농업축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농업동향  

 에 대한 내용은 주로 문헌조사와 관련논문들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사항은 앞서 언급하였던「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참고하여 계획안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2) 연구대상지 현장 답사 

   2014년 7월부터 수차례 연구대상지 답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방법으로는  

 대상지 항공촬영,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대상지내 건물실측, 시민텃밭이용  

 자 인터뷰, 관계자 인터뷰, 그린농업축제를 비롯한 대상지내의 행사 참여를  

 통해 진행하였다.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재 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을 관찰하  

 였으며 대상지 주변환경 분석을 위해서 반경 10km범위를 차량을 이용하여  

 탐사하였다. 현장답사로 부족한 내용들은 지역의 문헌연구를 통해 대상지  

 의 이해를 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고문헌으로는 농업발달에 유리한 수원의  

 지형을 다룬 유형원의 「반계수록」이 있으며 최근의 자료로는「2030 수원  

 시 기본계획」이 있다.

   3) 수원시 도시농업토론회 참석

   대상지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열의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014년 10월 2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원도시생태농업활성화  

 토론회인 “수원도시생태농업, 열매를 맺다”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으며 토론회에서는 수원시 도시농업의 현황,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결  

 과 등의 보고를 통해 수원시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 활동중인 도시농업관련 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대상지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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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가 심층인터뷰 

   현재 대상지를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계획안에 있어서 현실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반영하  

 기 위하여 대상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함께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당수시민농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안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  

 였다. 연구의 배경에서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트랜드와 변환점을 짚어보고  

 직거래 소비문화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법·제도적 기반을 통해 도  

 시농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배경인  

 농업도시 수원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2장은 연구의 범위로 크게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나누었다.   

 공간적 범위에서는 연구대상지인 당수시민농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  

 루었고 내용적 범위는 도시농업의 이론적 고찰, 사례분석, 대상지 분석, 축  

 제와 일상 각각의 공간활용방안 및 계획의 선순환구조(4단계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됨을 서술하였다.

   제 3장은 연구대상지의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연구대상지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다루었다. 현황과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구성하는 4가지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 4장은 기본구상으로 계획의 전제와 계획프로세스를 다루었다. 계획의  

 전제에서는 계획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계획프로세스에서는 실  

 행의 4단계 계획과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하여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종합계획으로 계획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였다. 축제기간과 일상기간의 활용방안을 각각 도면으로 나타내었  

 으며 종합계획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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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흐름

   연구의 구성을 아래의 [그림1-4]와 같이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

 
[그림1-4] 연구의 흐름

연구의 배경

1) 도시농업의 새로운 전환점 : 산업에서 문화로 변모하는 도시농업

2) 직거래 소비문화의 확산 :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3) 도시농업관련 제도적 토대마련 : 텃밭에서 공원으로, 도시농업영역의 확대

4) 농업도시 수원 : 수원시의 도시농업 현황 및 가능성

연구의 목적

- 산업에서 문화로 변화하는 도시농업의 패러다임 가운데 특히 도시농업축제  

  의 유형을 통해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점과 가능성을 제시

- 도시농업축제가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양한 연령, 계층의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축제의 장기적 운영계획과 마스터플  

  랜을 제시

연구의 구성

제 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선행연구 검토

제 2장 연구의 기본사고

 - 국내 도시농업의 동향

 - 이론적 고찰

 - 사례연구

제 3장 계획조건의 해석

 - 연구대상지의 이해

 - 연구대상지의 분석

 - 분석의 종합(대상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제 4장 기본구상

 - 계획의 전제

 - 프로그램 구상

 - 공간 구상

제 5장 기본계획
 - 종합계획도

 - 부분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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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연구의 기본사고

1절 : 국내 도시농업의 동향

1.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변화

   2000년대 이후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생활의 확대 그리고 웰빙문화  

 를 추구하게 되면서 도시민들은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도시농업을 즐기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  

 과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으며,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관련 교육  

 과 행사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농업의 가장 흔한 유형인 도시텃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텃밭 또한 증가하였다. 서울은 2011  

 년에 100여개였던 텃밭이 2012년에는 1,673개로 16배 증가하였다.11) 수원시  

 는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고색동 시민농장, 천천동 시민농장, 평리동 시  

 민농장, 당수동 시민농장 총 4개의 임대텃밭에서 총 1577구좌를 시민들에  

 게 분양하고 있으며(2016년 7월현재)12) 특히 수원시에서는 도시농업관련   

 단체들이 모여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텃밭을 이용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빚어지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들에  

 대응하여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하다.13) 유시범(2014)은 그것을   

 도시민들의‘비도시화’라고 하였다. ‘비도시화’는 도시에 반하는 삶을  

 지향하는 도시민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도시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  

 된 문명에 대한 향수이자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1)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유시범(2014), p.1

12) http://nongup.suwon.go.kr/sub.asp?m=3&s=1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13) 『Urban Agriculture: Ideas and Designs for the New Food Revolution』, David Trace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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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말농장의 발달

   국내에서 주말농장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촌관광분야에서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농촌관광정책을 추진  

 하며 주말농장사업을 다루게 되었고 다음으로 도시과학분야에서 환경과 도  

 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말농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14) 연구대상지  

 인 수원 당수시민농장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며, 본 연구의 관점 또한 후자  

 의 관점에 해당된다. 주말농장의 정의는 학계와 농업단체 및 기관에서 조  

 금씩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주말농장 이용자를 농업인이 아닌 일반  

 인들 또는 도시민들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시민들은 주말이나 기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주말농장에서 식생활에  

 필요한 채소들을 직접 재배하는 농사체험을 통해 농산물을 얻고 있다. 도  

 시에 살면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흙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영농체  

 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선호되어 왔다. 또한 자연체험의 경험이   

 부족한 도시의 아이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적인  

 면에서도 운영되어 왔다. 문제점으로는 주말농장 주변에 제초제를 사용하  

 거나 일부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농약을 사용함으로 야기되는 경영자와 이  

 용자 또는 이용자들 간의 갈등문제, 주말농장 이용에 있어서의 시설 및 이  

 용상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있다.15)    

 

  3. 도시농업공원의 조성

   최근 도시농업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도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행해졌다. 특히 지역의 노후화된 인프  

 라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부천여월농업공원  

 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천여월농업공원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부천시민  

 에게 수돗물을 공습하던 정수장이었다. 이후 10년이상 방치되었고, 2013년  

 농업공원으로 새롭게 개장하였다. 철거 위주의 물리적 개발에서 탈피해 정  

 수장의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회수조 등 본 시설의 기능을 살린 도시 재  

 생 개념을 구현해 조성되었다. 정수장의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농사   

 체험장, 생태연못, 피크닉장 등을 갖추고 캠핑장, 텃밭을 조성하여 각종 체  

14) 「서울 근교 주말농장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허승수(2006), p.6

15) 「서울 근교 주말농장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허승수(2006), 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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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16) 서울에서는 사유지로 운영되어 왔던  

 은평구의 갈현 텃밭 또한 매입과 보상의 절차를 밟아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이 조성되었으며 그 밖에 일산 대화농업체험공원,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등  

 이 있다. 이러한 도시농업공원에서는 텃밭 뿐 아니라 파종체험, 수확체험   

 등 계절에 따른 특색있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내용은   

 도시농업공원의 사례로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6) 워터저널 http://waterjournal.blog.me/110166378730 (2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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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이론적 고찰

1. 도시농업공원의 정의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 텃밭, 공원, 유휴지 등의 개념들이 결합해 온  

 양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김인호(2012)는 도시농업공원을 도시공원  

 과 도시텃밭의 중간적 성격으로 보고“생산을 기초로 한 체험활동과 도시  

 레크레이션 및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 또는 “커뮤니티가든 도입을 통한  

 도시일상의 생활농업 공간과 교류의 장소”라고 정의하였다.17) 2013년 5월  

 22일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공원  

 을 도시공원의 분류 중 주제공원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  

 는 제 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15조항을 보면 도시농업을 ‘도시민  

 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  

 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공원은 생산적 공간임과 동시에 문화적 공간으로  

 농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의 장소, 체험의 장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가 이루어  

 지는 커뮤니티의 장소로 본다.   

   

2. 도시농업공원의 제도 및 법규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23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   

 다.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  

 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농업을‘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도시농업  

 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도시지역 내의 녹지, 즉 조경설계의 범주 안에 포  

 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의 범위의 구체화(제2조  

 및 제3조)이다. 도시농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17) 「도시공원과 도시농업의 융합」,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인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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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  

 로 규정하였다. 둘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제5조)  

 이다. 시·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  

 가하여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  

 사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등  

 을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한다는 내용이다.18)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다. 이 법안의 개정은 도시농업시설 신   

 설,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19)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농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공  

 원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의 20%정도이므로   

 미집행공원부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업공원의 조성이 거론되기도 한    

 다.20) 즉 공원의 조성비용과 관리비용보다 훨씬 절감되면서 공원보다 다양  

 한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농업공원의 조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아끼면  

 서 공원의 이점과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수원 당수시민농장 또한 미활용 국유지였던 것을 현재 수원시에서 임대를  

 하여 시민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매입을 통해 복합공원으로 계획  

 하고자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        

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 (2012 개정)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문 (2013 개정)

20)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보고서」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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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농업공원의 의의와 가치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기회가 되었던 텃밭과 주말농장은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과 도시에서 떨어져 있다는 불편함이 컸다. 도시  

 공원과 농업을 접목한 도시농업공원은 그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원이 가진 공적인 기능과 장소성에 도시농업이라는 문화를 접목한 도시  

 농업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과 커뮤니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텃밭과 주말농장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참여계층의 폭 또한 넓어지게 되었다는데 사  

 회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임정언(2009)은 도시농업공원을 녹지공간, 체험공간, 휴식공간 등 새로운  

 도시여가활동의 대안으로 보았으며 도시농업이 기존의 자연체험보다 훨씬  

 적극적인 체험활동이 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커뮤니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다. 또한 도시의 여러 사회문제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도  

 보았는데,  단절된 커뮤니티를 극복하고 교류를 증진하며 도시 레크레이션  

 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원으로 보았다.21)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공원이 농업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랜기간 산업으로만 다뤄졌던 농업이 이제 문화로써 교  

 육, 레크레이션, 커뮤니티 등 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산업에서 문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겪고 있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원의  

 가장 큰 이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점에 주목하여 텃밭의 일상성과 축제의 개방성이 공  

 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1) 「동탄 도시농업공원설계」, 임정언(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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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사례연구

1. 도시농업공원 사례 

 1) 강동구도시농업공원

   강동구는 구의 핵심정책으로 도시농업을 택하여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20 1가구 1텃밭 프로젝트’를 준비기, 이행기, 확산기,  

 정착기의 4단계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확산기(2013~2014) 계획의 하    

 나인 강동구농업공원조성을 2013년에 완료하였다. 2013년「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첫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사체험과 전통민속놀이 체험기회를 주고 어른   

 들에게는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4월∼10월에는 체  

 험텃밭에서 영농체험장이 운영되어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며, 12  

 월∼1월에는 얼음썰매장이 운영되고 있다.22) 공원은 생태연못, 잔디광장,   

 체험텃밭, 생태논, 전통농기구 전시실, 억새밭, 도서관, 관찰텃밭, 친환경퇴  

 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1] 강동구도시농업공원 배치도(왼) 및 체험요소(오)
사진출처 : 강동구도시농업포털(왼), http://blog.naver.com/leehsik/40198956657(오)

22) 강동구 도시농업포털, https://www.gangdong.go.kr/cityfarm/web/html01/index6.html?t=146781355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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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평도시농업공원

   부평구는 2011년, 공한지로 남아있던 녹지부지의 일부에 ‘부평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하여 텃밭을 가꾸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  

 다. 부평도시농업공원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원은 총 3,379㎡의 면적이며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농  

 작물을 식재하는데 텃밭운영에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농업기술  

 과 작물재배기술을 지원받는다. 또한 국내 최초로 장애인 텃밭이 운영되었  

 는데 시작부터 지역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 뿐 아니라 지  

 적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사회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농부학  

 교, 도시농부학교, 주말농부학교, 장애인체험 등 지역주민들의 체험과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를 통한 볼거리와 공원의 역할까지 한다.23) 

[그림2-2] 부평도시농업공원의 장애인텃밭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2012.12.) http://blog.ohmynews.com/piuspius/487431

[그림2-3] 부평도시농업공원의 오가니포니코(왼), 호밀밭(오)
사진출처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http://cafe.naver.com/dosinongup/6318

23)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충기, http://cafe.naver.com/dosinongup/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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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월도시농업공원

   부천여월농업공원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부천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  

 하던 정수장이었다. 이후 10년이상 방치되었고, 2013년 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농업공원으로 새롭게 개장하였다. 철거 위주의 물리  

 적 개발에서 탈피해 정수장의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회수조 등 본 시설  

 의 기능을 살린 도시 재생 개념을 구현해 조성되었다. 또한 추진과정에 있  

 어서 지역주민 협의체가 구성되고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수  

 장의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농사 체험장, 생태연못, 피크닉장, 캠핑장,  

 텃밭을 조성하였고 도시양봉교육, 도시농업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및 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연순환 유기농법 특화공간으로 운영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2-4] 여월농업공원의 체험요소들
사진출처 : 부천내일신문 1061호

[그림2-5] 여월농업공원의 텃밭
사진출처 : 부천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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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림도시농업체험원(구.갈현도시농업체험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갈현근린공원이 향림근린공원으로 공원명칭이 개  

 정됨에 따라 갈현도시농업체험원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  

 다가 2015년에 명칭변경과 함께 현재는 은평구에서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조성은 꽤 오랜기간의 준비와 추진과정이 있었다.   

 은평구의 도시농업관련단체들(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이 기존 갈현텃밭이던  

 이 곳을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고자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  

 여서 현재의 도시농업체험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건강한 도시농업  

 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10여년의 시간동안 시민들에 의     

 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좋은 사례로 삼을   

 만하다. 전체적인 구성은 생태화장실, 퇴비장, 논, 습지, 연못, 텃밭 등으로  

 조성되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텃밭은 총 220두락으로 일반 텃  

 밭, 공동체 텃밭, 배려 텃밭 총 3가지 종류이다. 텃밭운영에 있어서 초보자  

 를 위해 도시농업전문가가 개별지도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림2-6]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전경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godonet/3163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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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쿄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체험위주로 운영되는 국내의 도시농업과는 다르게 일본의 도시농업은 농  

 사체험뿐 아니라 농작물 직거래, 농업교육, 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을 들 수 있다. 도쿄 도심에 위치  

 한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은 총 7만2000㎡의 규모로 현재는 3개의 기관에  

 서 위탁운영되고 있다. 벼농사를 비롯해 고구마, 토마토, 감자 등이 논과   

 밭에서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물들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  

 에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플리마켓에는 공원내의 농작물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소규모 농가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인근농가  

 도 보호하며 직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플리마켓은 공원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왔으며 관리자에 따르면 실제로 연간 26만명이 공원  

 을 이용한다고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러한 직거  

 래를 통해 성인들의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다.24)      

[그림2-7]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배치도(왼) 및 퇴비장(오)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dosinongup/11587

[그림2-8]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판매작물(왼) 및 전경(오)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dosinongup/11587

24)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90404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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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농업축제 사례 

 1) Agricultural festival _ 미국 샌하신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하신토시에서 개최되는 Agricultural festival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년째로 접어든다. 매년 9월에 개최되며 주관과  

 후원은 샌하신토시에서 한다. 축제기간에는 농업역사박물관(Agricultural    

 History Museum), 농업대회(Agricultural Competitions), 놀이기구(carnival    

 rides), 오픈마켓, 지역 예술가들의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업  

 축제이지만 Bull Riding 대회를 해마다 열어 챔피언을 뽑는 등 지역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잘 드러나는 지역축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를 통하여 개최날짜를 정하기 전에 참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는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축제 콘테스트 참가부문  

 은 각 연령별로(17세이하/18-64세/65세이상) 먼저 나누고, 각 연령별로 출전  

 품목(농작물, 공예품 등)으로 세분화하여 참여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  

 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품목의 참여 활성화를 높이게 된다. 

[그림2-9] 2013 Agricultural festival 포스터(왼), 홍보물(오)

[그림2-10] 2014 Agricultural festival 축제
사진출처 : Agricultural festiv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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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rifest _ 미국 버진아일랜드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Rudolph Shulterbrandt Agricultural Complex에서 개  

 최되는 Agrifest는 197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5회째를 맞는다. 매년 2월  

 에 개최되며 V.I Department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the Virgin       

 Islands,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and the V.I. Department of        

 Tourism 등 여러 기관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Agrifest는 축제를 통  

 해 ‘그 해의 농부상’을 수여하며 칼립소 쇼(지역 포크뮤직), 당나귀타기  

 대회, 말타기 대회, 파머스 마켓, 어린이 경연대회, 요리대회 등 지역축제  

 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글짓기 대회, 포스터 대회 등 어린  

 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른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  

 닌,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추구한다. 

[그림2-11] 2013-14 Agrifest 축제

[그림2-12] 2015 Agrifest 홈페이지(왼), Agrifest 포스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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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았  

 으며 2016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천호공원에서 개최되었다. 강  

 동구는 2009년부터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내 도시농업의  

 좋은 사례로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였다. 강동구의 친환  

 경 도시농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미래의 도시농업을 함께 공유하고자 개최  

 된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는 다양한 전시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었다. 원예세미나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원예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원예오감체험, 원예상담소, 텃밭 작은 콘서트, 도시농업콘테스트 등  

 과 같은 부대행사를 열어 누구라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진2-13] 2016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 원예 및 텃밭 전시
사진출처 :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 페이스북 홈페이지

[그림2-14] 2016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 체험행사(왼) 및 이벤트소개(오)
사진출처 : 강동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 페이스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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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제  

 4회까지의 박람회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제 5회를 맞는 2016년의 박  

 람회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올해에  

 는 특히 ‘세계 콩의 해’를 맞아 콩특별관이 마련되어 국내토종콩에 대한  

 전시를 하였고 서울텃밭을 조성하여 서울도시농업의 현황을 보여주었다.   

 그 밖의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오색힐링존, 오감체험존, 오색상상   

 존, 미래산업존, 청년교류존, 공공프로젝트관 등이 있다. 또한 모종나눔, 토  

 크 콘서트, 음악회 등의 이벤트와 서울도시농업 캐릭터 공모전,‘콩세알 이  

 야기’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도 열렸다.  

[그림2-15] 2016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sendhk/22072515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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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들을 통한 시사점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도시농업공원과 도시농업축제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앞서 살펴보았다. 사례로 시민농장이 아닌 도시농업공원을 들게 된  

 것은 연구대상지의 추후 활용가능성을 보았을 때 그 성격이 도시농업공원  

 에 더욱 가까웠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지인 당수시민농장은 현재 임대텃밭  

 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지만 대상지 내부에 방치된 건물과 유휴지의 면적  

 이 많고 그 활용에 있어서 도시농업공원의 사례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찾  

 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동도시농업공원, 부평도시농업공   

 원, 여월도시농업공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오랜기간 철저한 준비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 대한 이해  

 를 통해 당수시민농장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볼 수 있   

 다. 일본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의 사례를 통해서는 대상지의 활성화 뿐   

 아니라, 그 대상지가 속한 지역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는 점이다. 인근 농장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께 플리마켓에 참여시  

 켜 지역전체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본 대상지  

 의 경우처럼 미활용 국유지의 활용이라는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  

 제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노력, 자발적인 참여는 중요하다. 그러  

 한 노력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시농업축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와 국내의 경우 확  

 연한 차이점이 있었다. 미국 샌하신토주의 Agricultural festival와 버진아일  

 랜드의 Agrifest는 지역축제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도시농업뿐 아  

 니라 지역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즐기는 축제로 지역주민들 전체  

 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로 구성이 된다. 반면에 국  

 내의 경우에는 그 지역 도시농업공원의 운영프로그램의 일부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축제의 주제와 프로그램이 도시농업에만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경우도 해외의 사례처럼 그 지역 문화의 특수성과 고  

 유성이 축제에 녹아든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지속적이고 정체성있는  

 도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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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소결

   본 연구의 계획안에 앞서 국내 도시농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도시농업공  

 원의 정의와 제도 및 법규, 가치 등 이론적 고찰을 해 보았다. 또한 국내외  

 도시농업공원의 사례와 도시농업축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본 계획안에서 지  

 향해야 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론적 고찰과 사례를 통해서 도시농업의  

 생산적인 기능은 공원의 기능과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경관과 도시문화를   

 연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   

 다. 그만큼 도시농업에 있어서 조경가가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넓  

 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도시농업은 관련법 개정과 각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꾸준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이 기대되지만 그만큼 장기적  

 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연구 또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도시농업 역사  

 가 오래된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벤치마킹하고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으로 공공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역 텃밭을 비롯한 도시농업공원의 운영과 조성  

 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흔히 국유  

 지 또는 유휴지의 일시적 활용방안으로 시민텃밭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시농업은 일시적인 활용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몇몇 사  

 례들을 통해 이미 그 가능성을 읽었다. 앞서서 도시농업이 가진 많은 가치  

 들을 살펴보았듯이 도시농업은 현재 야기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며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인 면에서도 도  

 시와 도시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문화  

 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도시농업축제가 가지는 여러 이점들을 기존 연구대  

 상지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37 -

제3장 : 계획조건의 해석

 1절 : 연구대상지 이해 

 1. 대상지 개요

   현재 대상지의 위치, 면적, 소유 및 관리 주체, 토지현황, 이용현황 등 일  

 반적 사항은 [표3-1]과 같으며 대상지 위치 및 크기는 [그림3-1]과 같다.

[표3-1] 대상지 개요

[그림3-1] 연구대상지 위치 및 크기

위    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번지 일대

면    적 333,151㎡ (약 10만평)

소    유 기획재정부(국유지)

관    리 한국자산관리공사(수탁관리)

토지현황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용현황 미활용부지, 농경지(현재 시민농장으로 임시운영 중) 　

주변환경 서수원 IC 및 국도 42호선, 황구지천, 칠보산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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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선정배경

   대상지는 미활용 국유지로 현재 임시적으로 시민텃밭으로 이용되고 있   

 으며 이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하게 논  

 의되었던 사안은 대상지를 복합테마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안이었다. 대  

 상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33만509㎡)이며 이를 수원시에서 매입하  

 여 오는 2019년까지 복합테마공원 조성을 한다는 계획으로, 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다는 취지였다.25) 대상지는 수원시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년 임대계  

 약(대부료 7억688만원)을 맺고 시민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  

 는 부지 매입비로 약 1천억원을 예상하였으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5   

 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분납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2015  

 년에 180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180억 원씩 토지대금  

 을 분납할 예정에 있었고 이를 위해 지난 6월,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와 부지매입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취득 타당성 조사용역(한국경제행정연  

 구원)을 9월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공유  

 재산(토지) 취득안이 승인되면 2015년 1월 중 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매계  

 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6년 5월, 대상지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부지매입이 최종적으로 무산  

 된 상태이다. 대상지는 다시 미활용 국유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즉,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7년도에 재계약을 통해 계속 시  

 민농장으로 이용할지 또는 복합테마공원을 다시 추진할지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태이다. 공원과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국유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점은 분  

 명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5) 기호일보(2014.12.),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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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계획안의 검토

   본 연구의 계획에 앞서 수원시에서 대상지를 복합테마공원으로 개발하려  

 했던 계획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3-2]가 시의 계획안이며 이를 살  

 펴보면 현재의 시민농장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계획안에서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텃밭의 구좌수를 확연히 줄였으며 야구장, 농구장, 캠핑장, 우드  

 볼장 등이 현재의 텃밭을 대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상위계획인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대상지를 ‘농업테마공원’으  

 로 조성하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획안에서는   

 농업이 주제가 아닌 복합테마공원으로 계획하려고 했던 것이다. 농업도시  

 수원의 역사성을 재고하여 ‘농업의 메카도시 수원’이라는 도시이미지를  

 그린다는 기본도시계획과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농장에서 활발하게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서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부평도시농업공원이나 강동도시농업공원  

 의 사례처럼 시민과 지역주민들,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의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3-2] 수원시 복합테마공원 계획안
그림출처 : 복합테마공원 기본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수원시(2013.08.)



- 40 -

4. 관련 계획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기본방향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후에도 농업  

 메카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연구위주에서 벗어나 농업체험·일자  

 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시민농장 등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를 통해 지역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26) 

   공원/녹지 분야의 주요계획으로 당수동 공원, 중앙공원, 농업테마공원(공  

 공기관이전부지)이 있으며 그 중 당수동 공원(연구대상지)은 도시농업의 활  

 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며 미활용 국유지를 농업테마공원으로 조  

 성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도입시  

 설은 도시농업 체험장, 농촌마을 체험장, 농업역사전시관, 도시농업지원센터, 생  

 태학습장(전통·유기농업 등), 시민체육시설이 있다.(그림3-3)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연구대상지가 농업공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프라가 취약한 서수원  

 지역의 주민들에게 휴식과 레저의 장소로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3-3] 2030년 수원도시계획의 당수동 공원 기본구상
그림출처 : 2030년 수원도시계획

26)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제 11장 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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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연구대상지 분석

1. 입지여건

  1) 접근성

   대상지 주변으로 고속도로 및 지하철의 연장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따라  

 서 현재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지를 주변의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 북측으로 대3-29호선 신  

 설계획과 당수초교~위생처리장을 잇는 5km구간의 도로계획이 있으며, 대  

 상지 서측으로는 중3~78호선 확장계획과 호매실~국도42호선 2km를 잇는  

 계획이 있다. 대상지 동측으로는 수원~광명의 9km구간을 잇는 도로가 지  

 난 2016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 2단계인 광교와 호매실  

 을 잇는 복선전철과 2019년 개통예정인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림3-4] 대상지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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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변환경

   대상지가 위치한 수원지역은 칠보산, 광교산, 청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로 되어 있고 산림의 비율이 24%로 타 지역  

 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특히 수원시는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산림면적    

 이 26㎡로 매우 낮다.27) 즉 대상지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원시의 외곽지역  

 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대형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  

 히 팔달공원, 숙지산공원, 서호공원, 영통공원 등의 대형공원과 근린공원이  

 많은 동수원에 비해서 인프라가 취약한 서수원 지역의 공원·녹지서비스는  

 아주 취약하여 지역불균형의 문제 또한 오래전부터 초래되었다. [그림3-5]  

 와 같이 서수원에 위치한 대상지 서측에 칠보산이 입지하여 있지만 주거지  

 역이 밀집된 곳에는 자연녹지와 중·대형 공원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상지 북쪽과 남쪽으로는 아파트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상지로  

 의 접근은 차량으로 10분, 도보로 30분정도 소요된다. 인근에 중·대형 공  

 원이 없기 때문에 대상지가 지역주민들의 야외 여가활동장소이자 임대텃밭  

 과 플리마켓 등 도시농업체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3-5] 대상지 주변녹지(왼)와 주거시설 분포(오)

27) 「수원시 공원·녹지 진단」, 수원시정연구원 (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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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고 및 경사

   대상지 내의 표고는 최저 33m에서 최고 49m로 분포한다. 평균 표고     

 는 41.23m이며 45m이하의 표고가 전체면적의 82%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낮은 지세에 해당한다(그림3-6). 전반적으로 대상지의 지  

 형은 서고동저이며, 대상지 내에서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완만하다. 

   경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사 5도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  

 은 307,741㎡로 대상지 전체면적의 92.4%에 해당하며, 경사 25도 이상의   

 급경사지의 면적은 2,936㎡로 대상지 전체 면적의 0.9%이다. 즉, 북동쪽의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대상지 전 지역이 평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경사로 인해 대상지내의 보행, 차량이동 등에 생기는 불편과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그림3-6] 대상지 표고분석도

  

  4) 수문

   대상지의 동측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황구지천에서 유하하여 대상지의   

 남쪽을 지나는 당수천이 있다(그림3-7). 황구지천은 지방2급수이며 주변농  

 경지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당수천은 20m폭의 소하천으로 방재시  

 설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황구지천과 당수천은 현재 대상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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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유입되고 있지 않지만 「203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황구지천  

 변에 공원과 자전거길을 만드는 계획이 있으므로 추후에 황구지천변과 대  

 상지가 도시공원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대상지 내부에는 저수지 1개소와 습지 1개소가 있다. 저수지는 약 3000  

 ㎡의 규모이며 저수지 옆의 연꽃습지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대상지내 텃밭의 농업용수는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다. 

 [그림3-7] 대상지 수문분석도

  5) 서식동물

   연구대상지 주변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총 8과 10종으로 집쥐, 청설모, 두  

 더지, 고라니, 야생고양이, 너구리, 족제비가 있다. 조류는 총 22과 34종으  

 로 논병아리, 흰뺨검둥오리, 백로, 멧비둘기, 꿩, 쇠딱다구리, 직박구리딱새,  

 어치, 최박새, 까치가 있다. 양·서파충류는 총 4과 6종으로 청개구리, 참  

 개구리, 두꺼비, 유혈목이 있다. 육상곤충류는 총 44과 74종으로 잠자리,   

 여치, 노린재, 귀뚜라미, 무당벌레, 매미, 말벌등이 있다. 어류는 총 4과 7  

 종으로 송사리, 미꾸라지, 잉어등이 있다. 무척추동물류는 총 10과 11종으  

 로 하루살이, 물자라, 달팽이, 우렁이, 지렁이(과)등이 있다. 모든 동물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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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법적 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물분포도는 종다양성 및 분포도가  

 낮은 편이다.28)  

  6) 서식식물

   연구대상지 주변에서 조사된 교목은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가 대표적이다. 초본류는 가시상치, 강아지풀, 개망초, 서양민들레, 달맞이  

 꽃, 망초 등이 있으며 수변식물은 부들, 갈대, 줄이 있다. 식물분포도 또한  

 동물분포도와 마찬가지로 종의 다양성 및 분포도가 낮은 편이며, 법적 보  

 호종의 분포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29)

28) 서식 동물 및 식물의 조사는 문헌연구를 통한 것으로“수도권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08,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2011, LH공
사”, “복합테마공원 기본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2013, 수원시”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29) 28의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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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형태 및 크기

   대상지는 [그림3-8]과 같이 비정형의 형태이며 가로 약 665m, 세로 약  

 567m로 면적은 333,151㎡(약 10만평)이다. 대상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  

 지 도보로 약 10분 소요되며,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는 약 9분 소요된다.  

 대상지 내부는 불규칙한 크기와 형태로 분절되어 있다.    

 [그림3-8] 대상지의 형태 및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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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지 경관 항공뷰

   대상지 내부 전경을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촬영으로 본 모습은 아래의    

 [그림3-10]과 같다. 텃밭과 유휴지, 연꽃습지와 저수지 등이 흙길로 구획되  

 어 있으며 구릉지 없이 평지로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지 전  

 체 면적에서 유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3-9] 대상지 경관 항공뷰 view map

[그림3-10] 대상지 내부경관 항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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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민텃밭 이용현황

   시민텃밭은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기간까지의 임시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의 시민농장은  

 당수농장, 고색농장, 천천농장 3개소가 있으며 대상지인 당수농장에서는 3  

 개소 전체 분양구좌수인 1,500구좌 중 1,230구좌로 가장 많은 면적을 분양  

 하고 있다. 당수농장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기준으로 총 20개  

 월동안 한 구좌 3.3㎡에 25,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다. 대상지의 전  

 체면적 중 시민텃밭은 총 342,802㎡이다. 

[그림3-11] 대상지내의 텃밭 

  4) 건물 이용현황

   대상지내에는 1997년에 신축된 건물들이 노후화 등의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활용방안이 필요  

 하다. 현재 본관 및 인공기상실은 관리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출  

 입이 불가한 상태이며 실험동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창고건물은 외  

 관에 페인팅을 하여 포토존으로 꾸며놓았고, 창고 맞은 편의 단층 콘크리  

 트 건물은 현재 관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인삼연초연  

 구원의 본관, 인공기상실, 창고 등의 건물이 노후화의 이유와 소유주와 관  

 리주가 다른 상황 등으로 인해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되고 있  

 는데, 현행 건축법을 검토하여 구조를 보강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특히 본관과 인공기상실로 쓰이던 건물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부분적으로 구조보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주요 건물들의 평면도30)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30) 평면도는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소실된 상태이며, 연구자가 직접 실측을 하여 그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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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본관건물 평면도 및 내부사진  

   대상지 주출입구로 진입했을 때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은 1997년 신축당시 인삼연초연구원의 본관으로 쓰였다. 내부는   

 [표3-2]와 같이 여러개의 실들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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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인공기상실 건물평면도 및 내부사진  

   대상지 주출입구로 진입했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의 1층 건물은 1997년 신축당시 인삼연초연구원의 인공기상실로 쓰였다.   

 건물내부는 [표3-3]과 같이 여러 개의 실들과 대형설비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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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온실 및 비닐하우스 평면도 및 내부사진  

   대상지의 메인 프로미나드에 있는 온실과 비닐하우스는 1996년 신축되어  

 인삼연초연구원의 실험동으로 사용되었다. 실험동은 온실 3개동과 비닐하  

 우스 3개동이며, 각 크기와 평면도는 [표3-4]와 같다. 



- 52 -

  5) 수원시 그린농업축제

   대상지는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수원시 그린농업축제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 22회 그린농업축제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하나로마트 주차장  

 에서 개최되어 왔고, 23회부터는 대상지인 당수시민농장에서 개최되고 있  

 다. 수원시에서 주최하고 농촌지도자 수원시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  

 며, 2014년에는 농업인 및 일반시민 등 약 5000여명의 인원이 축제를 찾았  

 다. 무대행사로는 식전행사, 개회식, 텃밭요리 퍼포먼스, 사랑의 쌀 전달식,  

 마술공연, 텃밭음악회 등이 열리고 전시행사로는 짚풀공예, 농기계 전시,   

 농촌사진전시, 친환경농자재전시 등이 있다. 그 밖에 달구지 체험, 탈곡체  

 험, 페이스페인팅, 자연염색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먹거리장터, 농  

 산물 판매도 이루어졌다.

[그림4-12] 2014년 그린농업축제

[그림3-12] 2014년 수원시 그린농업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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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분석의 종합

  1. 대상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대상지를 통과하는 메인 출입구는 차와 보행 대부분의 통행이 이루어지  

 고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건물들의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 메  

 인 프로미나드는 축제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는 구간이  

 며 이벤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축제프로그램이 이 메인 프로미나드 상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메인 프로미나드는 대상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  

 각하였으며 메인프로미나드 상에 있는 건물들과 오픈스페이스, 시민텃밭  

 을 나머지 구성요소로 두었다.   

[그림3-13] 대상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 54 -

  1) 건물

   메인 프로미나드의 양측에 나열되어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  

 다. 1997년도에 신축되어 인삼연초연구원의 연구실 및 본관으로 사용된 이  

 후 건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가 바뀌게 되었고 현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서 건물들을 임대 및 관리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건물들에 대한 현항은 아래[그림3-14]와 같다.

  [그림3-14] 대상지를 구성하는 요소_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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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인 프로미나드

  메인 프로미나드 양측에 대부분의 건물, 가건물, 잔디광장, 주차장이 분포  

 되어 있으며 이 메인 프로미나드를 통해 각 텃밭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즉 대상지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으며, 축제기간에는 중심이 되는 공간이  

 다. 따라서 건물의 외부공간과 메인 프로미나드를 연계한 계획을 하여   

 일상기간과 축제기간의 서로 다른 공간활용을 위한 가변성과 확장성을 기  

 대해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그림3-15]와 같다.   

 

 

 [그림3-15] 대상지를 구성하는 요소_메인 프로미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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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픈스페이스 및 경관요소

   대상지 내부에는 잔디광장, 무인비행장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있으며 저  

 수지, 연꽃단지, 연못 등 경관을 감상하는 요소들이 있다(그림3-16).

 [그림3-16] 대상지를 구성하는 요소_오픈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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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텃밭

   대상지는 현재 당수시민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임대중인  

 텃밭은 총 1,403구좌로 총 면적은 71,400㎡이다(그림3-17). 

 [그림3-17] 대상지를 구성하는 요소_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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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소결 

   앞서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지는 수원시의 시민농장 3곳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텃밭 뿐 아니라 어린이 농부학교, 농  

 업아카데미, 플리마켓, 그린농업축제 등 도시농업관련 여러 프로그램들이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의 주관 하에 시도되고 있다. 특히 동수원에 비해 문  

 화적 인프라와 공원이 부족한 서수원 지역에서 대상지는 도시농업공간이  

 자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행해지는 그린농업축  

 제의 개최장소로 문화공간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상  

 지내에서 여러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부지의 약 50%  

 미만의 면적만이 활용되고 있다. 즉 활용부지보다 미활용 부지가 더 많은  

 상태이며, 대상지내의 건물들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농업과  

 도시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활용 국  

 유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상지의 현황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구성하는 4  

 가지 요소를 나누어 요약해 보았으며 이틀 통해 앞으로의 모색점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시민텃밭, 오픈스페이스, 건물, 메인 프로미나드 각각의 현  

 황과 문제점, 가능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본 계획안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텃밭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 화장실, 급수대, 농기구  

 보관소와 같은 시설들이 부족하였고 유휴지, 잔디광장과 같은 오픈스페이  

 스는 면적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지내의 건물  

 들은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메인 프로미나드 구간은 보행보다 차량중  

 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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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기본구상

1절 : 계획의 전제 

　1. 계획 목표 

   첫째, 도시농업공원의 공간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미활용 국유지인 당수  

 시민농장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도  

 시농업 뿐 아니라 문화, 교육, 레져, 체육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제시한다.  

   둘째, 도시농업축제의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연구대상지에서 해마다 개  

 최되고 있는 그린농업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제품전, 산업전의  

 한계를 벗어난 참여자 주도형의 축제를 운영한다. 또한 축제 운영비를 감  

 안한 4단계 설계과정을 제시한다. 

   셋째, 도시농업의 일상성과 축제의 비일상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가변  

 적인 공간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대상지에서 연중 운영되는 도시농업과 연  

 례 개최되는 그린농업축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넷째,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공원 및 그린농업축제 프로그램  

 을 제시한다. 수원시의 다양한 도시농업관련 단체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2. 계획 전략 

   현황분석을 통해 대상지가 지닌 특수성과 고유성은 살리되 현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제시한다. 설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대상지가 지닌 기존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롭게 도  

 입하는 방안이다. 기존요소의 활용방안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한 방치된 건  

 물의 재활용, 축제기간에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메인 프로미나드의 공간  

 확장이 있으며 새롭게 도입할 요소로는 도시농업박물관, 상설전시관, 도시  

 농업교육센터, 캠핑장 등 새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이를 통  

 해 기존 텃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그린농업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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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과정 :　4단계 운영계획

[표4-1] 4단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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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내의 연중행사로 그린농업축제가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그린농업축제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축제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철거되는 시설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표  

 4-1]과 같이 축제기간 동안 사업비를 활용한 1단계 plan,　축제 이후 시설  

 물들을 재활용하는 2단계 plan, 다음 축제기간 동안 사업비를 활용한 3단  

 계 plan, 축제 이후 시설물들을 재활용하는 4단계 plan 의 총 4단계 계획이  

 다. 즉 축제 사업예산의 범위안에서 페이빙, 식재, 건물 리노베이션, 전시  

 부스 설치 및 재활용, 조형물, 기타 스트리트퍼니쳐의 설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인 4단계 운영계획을 통해 점차적으로 대상지 전체적인 마스터플  

 랜을 완성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 기간, 공간적 범위, 운영의 세부적인 계  

 획은 앞 페이지의 [표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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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프로그램 구상  

 1. 연중 프로그램

   대상지내 각 공간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 계획은 아래의 [표4-2]와 같다.  

 텃밭은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중인 것과 동일하다. 유휴지를 활용하  

 여 가족캠핑이나 수확체험과 같은 체험장으로 이용하며, 축제의 규모와 성  

 격에 따라 다목적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물은 구  

 조적인 보강과 리모델링을 통해 상설전시장, 교육장, 지원센터, 연구센터  

 등으로 활용한다. 건물의 활용계획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메인 프로미나드는 축제기간동안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주로 전시와 이  

 벤트가 이루어지고, 일상기간동안에는 야외음악회나 오픈갤러리와 같은  

 비상설 이벤트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징조형물, 가로등, 벤치, 설치미술  

 과 같은 스프리트 퍼니쳐는 앞서 설명한 4단계 계획에 따라 축제기간동안  

 메인 프로미나드에서 설치된 후, 축제기간이 끝나면 오픈스페이스와 텃밭  

 등 대상지의 곳곳에 이동하여 재설치하는 계획이다.

[표4-2] 연중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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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계획

  1)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

   대상지인 당수시민농장은 현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만 부족한 운영인력과 커뮤니티 공간, 창고, 텃밭시설 등으로 운영상의 한  

 계와 어려움이 있다. 도시농업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수원시에서는‘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단체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경기남부두레생협 수원지구, 그린동  

 현, 꽃뫼버들마을 나누며 가꾸기회,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서호천의  

 친구들, 솔대노리(농업분과), 수원YWCA, 수원KYC, 수원제21추진협의회,  

 수원텃밭보급소, 수원환경운동연합, 어메이징 아카데미, 자연주의교육연구  

 소, 초록지기들, 칠보산도토리교실, 팝그린,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원텃밭보급소는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운  

 영하고 있으며 (주)팝그린은 원예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초록지기는 2014  

 년 수원 시민 개인 및 공동체에 상자텃밭 1,000개를 보급하였으며 (주)그린  

 동현은 수원시 경로회관 30여곳 518명의 어르신들에게  텃밭정원을 제공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하여 그린농업축제와 플리마켓, 텃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도시농업 교육

   시민텃밭의 초보자를 위한 농사법을 비롯하여 아동, 학생, 성인들이 각  

 각의 연령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맞춤형 텃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시민공동체 등에서 총 281명이 참여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프로  

 그램을 통해서 바른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효과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사회성 향상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역할까지 한다.  

   또한 텃밭에 가드닝을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 교육과 천연비료, 유기농  

 법, 해충관리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가  

 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적인 도시농업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향후 도시농업  

 마스터가드너, 멘토 등의 활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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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인과 단체에 분양되는 텃밭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잉여생산물을 푸드뱅크 등을 통해 사회  

 적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참여자들의 자원봉사로 가꾸어지는 공동텃밭과 허브가든에서는 유  

 기농으로 재배된 허브와 채소들을 이용한 유기농 키친을 운영한다. 유기농  

 키친의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도록 한다. 

 

  4) 파머스마켓/축제와 이벤트

   유기농법과 친환경으로 재배된 텃밭의 경작물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켓을 정기적으로 열고, 생산물의 판매뿐 아니라 작물들을  활용  

 한 여러 가지 레시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를 연다. 

   올해 제 26회를 맞는 수원시 그린농업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와 크고 작  

 은 다양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 

  5) 관리

   대상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이용하게 되면 농업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원관리과,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각각 주  

 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이 필  

 요하며 농업용수, 거름, 공동화장실의 위생과 함께 생태계보존, 환경보존을 고  

 려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한다.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산책로, 광장 등 대상지내에서 시민들이 오픈스페이  

 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관리가 요구되며 안전과 편의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담당부서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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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공간구상

1. 공간구성의 전제 

   1) 공간의 가변성 :　축제에서 일상으로, 일상에서 축제로

  　축제가 열리는 동안 대상지는 이벤트를 담는 일시적인 장소성을 가지　　

 는 공간이 되고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의 대상지는 일상적인 장소로 도  

 시농업공원이 된다. 축제기간에는 문화적 장소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이  

 벤트들을 담기 위한 일시적, 복합적 공간이 요구되고 축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텃밭과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상적  

 공간들이 요구되므로 가변성을 적용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2) 공간의 위계성 :　메인　프로미나드를 중심으로 

   대상지인 당수시민농장에서 일어나는 축제와 일상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메인 프로미나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메인 프로미나  

 드에는 방치되고 있는 기존 건물들과 미활용공지들이 있는데, 이 미활   

 용 요소들을 메인 프로미나드와 연계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먼저 메인 프로미나드를 중심으로 축제 및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전시부스들은 변형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가변성  

 을 통해 추후에 다른 장소들에 재활용될 수 있게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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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프로미나드 공간구성 

   메인 프로미나드는 기존의 건물들(그림4-1)과 각 건물의 외부공간(그림  

 4-2)에 확장성과 가변성을 두어 축제와 일상 각각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  

 고자 한다. 

                      [그림4-1] 기존의 건물들
                              

[그림4-2] 건물의 외부공간

[그림4-3] 건물과 외부공간의 연계를 통한 메인 프로미나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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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각 기능별로 분류하고 세부 프로그램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메인 프로미나드에 적용해 보면 [그림4-4]  

 와 같다. 작은 실들로 구성되어 교육을 위한 공간에 적합한 건물은 도시농  

 부학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동과 도시농업연구센터와 같은 축으로 놓  

 아 Education존을 형성한다. 작은 실들과 큰 공간이 함께 구성된 건물은  

 박물관 또는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잔디광장과 같은 축  

 으로 연결되어 외부공간까지 연결될 수 있는 Multi-function존이 된다. 메  

 인 프로미나드에서는 야외전시, 마켓, 체험존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다.    

[그림4-4] 프로그래밍을 통한 공간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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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소결

   4장에서는 설계의 전략과 개념으로부터 메인 프로미나드의 구성과 프로  

 그램 계획, 운영 계획, 리모델링 계획을 도출하였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도  

 시농업공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운영적 측면에서는 도시농업축제의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안의 목표이다. 그 전략으로는 4단계의 점  

 진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과 메인 프로미나드를 중심으로 공간적 위계  

 를 가지며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 대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  

 로그램과 기존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상과 축제의  

 공존이라는 설계개념을 중심으로 일상기간의 도시농업활동과 축제기간의  

 문화적 활동들이 대상지내에서 가변성을 가진 공간계획을 통해 활용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대상지의 각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계절별, 월별로 분  

 류하여 살펴보았다. 도시농업활동을 예로 들면 각 계절별로 텃밭분양, 모  

 종분양, 텃밭가꾸기, 수확 등의 체험활동이 되기도 하고 도시농부학교, 어  

 린이농부학교, 도시농업아카데미 등 교육활동이 되기도 한다. 또한 도시농  

 업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 비상설전시, 이벤트, 축제 등 문화활동도 가능하  

 며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축제기간에 만들어지는 인프라를  

 활용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공원이라는 장소성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건물의 리노베이션 계획과 메인 프로미나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  

 그램 및 4단계 실행계획을 적용한 종합계획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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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기본계획

1절 : 종합계획도

 

[그림5-1]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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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의 기본구상을 적용하여 대상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구성해 보면  

 [그림5-1]과 같다. 계획이 필요한 메인 프로미나드 A와 부주차장 I를 제외  

 한 나머지 공간들은 기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대상지가 추후에  

 시의 계획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으로 바뀌더라도 텃밭과 저수지, 연못 등  

 의 자연경관요소는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치된  

 건물들과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이 필요한 A구간 위주로 계획을 하고, 기본  

 구상에서 계획하였던 4단계 실행에 따라서 나머지 구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각 공간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A는 메인 프로미나드로 전체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구간이다. 대상지  

 의 주출입구가 위치하여 있으며 일상과 축제 모두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다. 앞장에서 계획하였던 건물 리노베이션을 적용하여 외부공간  

 을 적극활용하고자 하였다. 건물의 1층부분을 외부공간으로 확장하는 공간  

 계획을 통해 메인 프로미나드와 각 건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특히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메인 프로미나드의 계획은 다음페  

 이지에서 자세히 보여주기로 한다.

   B는 해마다 코스모스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지의 경관요소이며, C는 현재 대상지에서 운영중인 텃밭가운데  

 공동체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D는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늘을  

 만들어 텃밭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E와 F는 시민텃밭이  

 며 R은 무인항공비행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는 기존 유휴지인 공간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다. 현재 대상지가 보도  

 와 차도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텃밭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3구역에 새롭게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G는 벚꽃이 식재되어 있는 연못으로 봄철의 경관요소이다. 벚꽃이 식재  

 된 길을 따라 데크길과 가로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경관길을 보완하고자 하  

 였다. K는 연꽃단지로 가을철 경관요소이며 L과 N은 저수지로 기존의 요  

 소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저수지를 둘러싸며 그네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구상의 4단계 계획에 따라 축제기간동안 설치하고 철거되는  

 벤치와 조형물, 화단 등의 시설물들을 재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P와 Q  

 는 시민텃밭으로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며, 축제기간의 전시부스들을 재활  

 용하여 창고나 농기구 보관소와 같은 시설물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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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 부분별 계획

  1. 동선계획 

   주진입로와 주동선은 메인 프로미나드로 바로 연결되어 축제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방문객들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축제기간에는  

 축제 이벤트가 일어나는 메인 프로미나드를 지나 벼수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태논, 연못과 정자가 위치한 경관길을 연결하여 텃밭이용자들의 동선과 많이  

 겹치지 않게 하였다. 또한 유휴지 2곳을 축제기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상지 외곽순환동선은 차량과 자전거를 통해 대상지 전체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일상기간에는 각 텃밭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부출입구를 열어둔  

 다.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은 메인 프로미나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축제기간의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그림5-2]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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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계획 

   대상지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은 텃밭운영이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텃밭구좌수를 유지하면서 텃밭관련 부족한 시설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텃  

 밭은 공동체 텃밭, 일반 시민텃밭, 시범텃밭으로 운영된다.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새로운 교육공간과 문화공간이 조성되며 각 건물  

 들의 외부공간이 메인 프로미나드와 연결되어 대상지에서 가장 다양한 이벤트  

 들이 일어난다.   

   계획을 통해 대상지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게 하였다. 텃  

 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코스모스 단지와 잔디광장, 숲그늘, 나무숲 등의 녹지  

 공간과 연꽃단지, 저수지, 연못의 수공간을 산책할 수 있는 동선을 통해 여가활  

 동과 휴식을 할 수 있다.       

[그림5-3] 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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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공간 계획 : 메인 프로미나드 계획

  1) 축제와 일상에 따른 공간활용계획

   메인 프로미나드는 축제기간과 일상기간을 나누어 계획안을 도출해 보  

 았다. 메인 프로미나드의 공간은 축제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유입과 이동  

 이 발생하고 축제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어나므로 일상기간과 축제기간의  

 공간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축제기간에는 건물 내부와 외  

 부, 길을 연결하여 동선에 흐름을 주고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일상기간에  

 는 다시 소규모 활용에 맞게 변화시킨다.(표5-1)  

[표5-1] 메인 프로미나드의 축제와 일상의 비교



- 74 -

 2) 건물 리노베이션 계획 

   앞 장에서 다루었던 건물현황을 토대로 각 건물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해  

 볼 수 있다. 리노베이션은 메인 프로미나드에 위치한 주요건물 2곳과 가건  

 물 기준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계획하였다. 계획은 각 건물들의 현재 평  

 면도와 함께 축제기간의 평면도, 일상기간의 평면도로 구성해 보았다.(그  

 림5-6, 5-7, 5-8) 건물은 가변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축제기간과 일상기간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축제와 일상 각 평면도가 다르게 표현되  

 었다.  

   각 건물들에서 행해질 프로그램은 아래 [표5-2]와 같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큰 본관건물과 인공기상실을 각각 도시농부학교  

 와 도시농업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도시농업박물관은 농업도시  

 수원의 농업역사와 현황 등을 패널전시, 영상관, 야외 벽갤러리 등으로 구  

 성하며 도시농부학교는 도시농업아카데미, 어린이 농부학교, 시민농업대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방치되고 있  

 는 온실과 비닐하우스는 농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  

 으므로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장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표5-2] 건물 리노베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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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건물1의 리노베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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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건물2의 리노베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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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건물3의 리노베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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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식계획

   메인프로미나드에서는 전시와 이벤트, 보행이 주로 이루어 지는 공간이  

 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낙엽활엽수 위주로 플랜팅 계획을 하였다.  

 또한 계절에 따른 변화를 감상할 있도록 왕벚나무와 같은 수종을 식재하여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길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그림5-9) 

[그림5-9] 재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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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장계획

   전시공간과 마켓, 메인프로미나드 각각의 기능에 따라 페이빙을 다르게  

 하여 같은 기능을 가진 공간에서는 자연스러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그림5-10)

[그림5-10] 포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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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결론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진행  

 하면서 대상지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수원시  

 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과 도시농업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연구  

 대상지인 당수 시민농장에서는 부족한 시설과 환경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텃밭을 운영하며 ‘다래기 장터’ 등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도시  

 농업의 활성화, 지역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민텃밭을 분양하고 도시농부학교, 도시농업아카데미 등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수원그린농업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당수시민농장은 미  

 활용 국유지라는 이슈와 함께 변화를 겪고 있다. 국유지의 활용이라는 측  

 면에서 본다면 대상지를 단순히 임대텃밭의 기능 뿐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상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 또는 재활용하여 물리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공  

 간적 개선점과 운영적 개선점으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공간적 개선     

 방안으로는 노후화등의 문제로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기존 건물들의 리노베  

 이션과 외부공간을 활용한 메인 프로나미드의 조성을 제안해 보았다. 그리  

 고 운영적 개선방안으로는 축제사업예산을 활용한 4단계 실행계획을 통해  

 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축제기간동안 설치되는 전시부  

 스들과 시설물들을 재활용하여 텃밭의 농기구 보관소, 창고 등으로 이동설  

 치하는 방법이다. 즉, 축제라는 일시성을 가진 요소를 재활용하여 장기적인  

 일상과도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본 계획안을 통해서 농업도시 수원의 도시브랜드 강화 및 도시농업의 발  

 전적 모델을 제시하며 도시농업과 어우러진 공원의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  

 게 새로운 문화공간과 축제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았다. 또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 및 사회기부  

 등의 사회적 효과와 도시환경개선을 기대해 본다. 



- 81 -

참고문헌 

❚ 국내문헌  

[단행본]

- 김응규(역)(2012), (지금이야 말로) 도시農 : 도시농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다 / 하

  치스카 히로코, 사쿠라이 이사무 [공]지음, 농민신문사 

- 김소정(역)(2004), 예술가들의 채소밭, 서울 : 눈과 마음

- 강동구(2010),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연구

- 김인호(2011),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새로운 방향 (한일도시공원정책세미나), 서울 : 

한국조경학회, 국토연구원

- 배정한(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 도서출판 조경

- 안철환(역)(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서울 : 들녘

- 유선무(2003), 그린투어리즘 이론과 실제, 서울 : 백산출판사

- 이강오 외(역)(2013),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 이창우(역)(2014), 푸드 앤 더 시티 - 도시농업과 먹거리 혁명 : 삼천리

- 이양주(2010), 도시공원의 불균형 문제와 대안,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 이춘희(2007), 도시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원녹지, 파주 : 도서출판 조경

- 충남발전연구원(역)(2006),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파주 : 한울

- 황정임 외(2010), 도시농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 농촌진흥청

- 환경과 조경 279호 「Urban Agriculture」

-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원시

- BIR 편집부 집필총괄(2011) 도시농업산업의 시장현황과 사업전략 

[학위논문, 학술논문]

- 구자훈 외(1996), 도시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한 시민농원 및 임대텃밭의 조성에 

  관한 정책 제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미향(2011),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보애(2006), 도시공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구, 추계예대 예술경영대학원

- 김옥진(2009), 도시 경작지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2013), 주말농장 참여동기에 의한 참여자들의 유형구분과 만족도 분석-전

주시 주말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소연(2011), 미집행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학교 대학원

- 김민선(2014),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남궁희(2014), 도시공원 내 텃밭 도입에 따른 공원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82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권태은(2014), 서울시 도시농업의 발달과 현황 : 노들텃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희영(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 박태호(2012), 도시텃밭의 운영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박찬경(2011),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도시형 농장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원

- 소현정(2008),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 손슬기(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신성규(2011), 주말농장의 공간 모델개발과 활성화 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우진(2013), 푸드마일리지 개념을 적용한 도심형 마켓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이호연(2013), 도시농업 공동체 네트워크를 위한 생태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이윤주(2013),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정원박람회 전략계획 : 충청남도 서천

군 장항읍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이인환(2012), 도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만족도와 농촌체험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차희(2012), 도시농업 운영주체별 조성과 운영방식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 윤금화(2012), 박람회 참여 동기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 윤세미(2013), 도시내 잔존농지를 활용한 농업생태공원 조성과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유시범(2014),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이현미(2013), 민간개발과 결합한 성남제1공업단지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계  

  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이양주 외(20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임정언(2009),  동탄 도시농업공원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임광석(201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수직농장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 83 -

  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임효선(2011), 녹지확충을 위한 도시농업의 조경적 전개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 장석수(2013), 도시농업 체험농장의 테마별 구성과 활용 : 청주 문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 표창연(2014), 도시농업에 관현 연구 및 한강 노들섬 수직농장 계획, 고려대학교 

대학원

❚ 국외문헌    

- Viljoen, Andre(2005), CPULs : Continuous Productive Urban Landscape, 

Butterworth-Heinemann 

- Gorgolewski, Komisar, and Nasr(2011), Carrot city : Creating places for urban 

agricure

- Peter F. Cannavo, The working Landscape

- My green city “Back to nature with Attitude and style”

- Janine de la Salle & Mark Holland with contributors, Agricultural Urbanism

- Amale Andraos & Dan Wood, Architecture & Agriculture

- Mohsen Mostafavi(2011),“Why Ecological Urbanism? Why Now,”in   

  Ecological Urbanism, eds.

❚ 홈페이지 및 웹    

 - 수원시 홈페이지

 - 권선구청 홈페이지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푸른녹지사업소 홈페이지

 - 국토지리정보원



- 84 -

Abstract

Place for festivals and daily life 

: Planning of Dangsu civic farm in Suwon

Su Young,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dvised by Prof. Yumi, Lee

   Recently in Korea, possibility of urban agriculture is taking a turn through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with urban agricultur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enacted in 2011 and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enacted in 2013 are those institutional issues. Meanwhile, urban agriculture which 

has been revitalized up mostly by civilians came to receive an opportunity to be 

vitalized and settled taking a step forward, through institutional strategies. At this 

point of time, looking back on urban agriculture that has been realized all the 

while, by looking for surrou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it can be said that 

discussions to draw up alternatives are necessar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the thing 

that urban agricultural parks as subject park is made means that urban agriculture 

to be able to give participation chances to mor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realized, passing the limit of civilian vegetable gardens which is a type to be 

provided to limited number of people. Namely, civilian vegetable gardens are mostly 

operated by renting private lands, but at the time when a range of urban 

agriculture is gradually expanding into public lands or parks, publicness is mor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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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cusing the value of urban agriculture through the design of urban 

agriculture theme park, it will contribute to a culture that has spread to the 

city's urban agriculture and social flow. Studying the ways to enhance the 

publicity in combination with the agriculture and a city park, Aims of the 

study that more citizens are enjoying urban agriculture. How to preserve the 

historical value of the Su-won city as a mecca of Korean agriculture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 keyword : Urban Agriculture, Urban Agriculture Park, 

             Urban Agriculture Festival, Dangsu civic farm

❚ student number : 201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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