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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농업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다원적

가치의 계층화 분석과 중요도 평가를 통해 정책적 선택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도시텃밭정원’은 도시농업의 유형인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농장공원형, 학교텃밭형, 도심형 도시

텃밭과 더불어 농업의 체험적 요소와 공원의 경관적 요소를 함께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도시텃밭정원을

본 연구의 다원적 가치평가와 비시장적 재화로서 조성과 보존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도시민들이 실제로 방문한 도시텃밭정원과 같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가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방법

으로 여행비용법과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경제적가치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의 588명 도시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도시텃밭정원의 방문횟수와 지불의사금액 등

도시농업활동을 여행비용법과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텃밭정원 방문여부별, 도시

텃밭정원의 특성별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계층도를 구성하고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도시텃밭

정원의 경제적가치 평가에서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을 다원적

가치별 가중치에 적용하여 다원적가치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여행비용법(TCM)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방문

횟수와 방문비용을 변수로 하여 설정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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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변수1(거대도시)이 경우 소비자잉여가 33,9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변수1(대도시)는 33,948원, 지역변수1(중소도시)는

33,949원으로 산출되었다. 수도권을 나타내는 지역변수2(수도권)는

33,955원으로 지역변수가 포함되는 소비자 잉여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도권에 위치한 거대

도시의 도시텃밭정원 일수록 소비자잉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텃밭정원유형별 소비자잉여를 각각 산출한 결과, 유형1은

33,948원, 유형2는 33,946원, 유형3은 33,932원, 그리고 유형4는

33,949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는 텃밭정원유형에 의한 소비자

잉여가 지역특성변수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텃밭정원 유형내에선 유형1인 주택활용형과 유형 4인 기타․농촌형의

소비자잉여(WT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한 도시텃밭정원 조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결과, 모든 변수를 적용한 경우의

지불의사금액(WTP)는 29,370원으로 산출한 금액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변수1(거대도시)는 23,853원, 지역변수1(대도시)는 20,638원,

지역변수2(수도권)는 25,116원으로 각각 산출되어, 거대도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텃밭정원 유형별 지불의사금액(WTP)을 각각 산출한 결과,

유형1(주택활용형)은 22,182원, 유형2(근린생활권형)는 22,798원

유형3(농장 공원형)은 28,185원, 그리고 유형4(기타 농촌형)는

25,833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AHP(계층화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의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도시농업의 주요 대상인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활용하여 다원

적가치의 가중치에 따른 경제적 환산가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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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 의해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한

경제적환산가치는 CVM의 경우 다원적가치 총액은 18,825억 원,

그 중 사회문화적 가치 9,789억 원, 환경생태적가치 5,836억 원,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3,200억 원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TCM의 경우 다원적가치 총액은 3,196억 원, 사회문적 가치 1,670

억원, 환경생태적가치 999억 원, 경제적가치 543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원적가치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에 따른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열거하였다. 다원적가치의 정책적

선택대안의 우선순위는 도시텃밭정원의 확대 조성 > 텃밭공동체

조직화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별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텃밭정원의 확대 조성으로

도심 유휴지 발굴과 텃밭조성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텃밭공동체 조직화를 적극 장려하여 가장 기초단위에서

부터 도시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 속 원예 문화 확산으로 일상에서 꽃 및 채소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농업인에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농상생의 길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체계적인 도시농업 인력양성 시스템이 갖춰진 기반위에

전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통해 도시텃밭정원 자재,

도구 및 식물 등 관련 유통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도시농업, 도시텃밭정원, 다원적가치, 여행비용법(TCM),

가상가치평가법(CVM), 계층화분석법(AHP)

학 번 : 2007-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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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지방자치단체, 시

민단체에서 도시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목표는 2020년까지 도시

녹색공간 3,000ha와 도시텃밭 8천개소를 확보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1). 도시텃밭의 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도심형, 농장·공원형,

학교교육형 도시텃밭 등이다. 그 중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은 1개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

텃밭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심내 유휴공간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황('16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은 현재 참여자 1,599

천명에 도시텃밭 1,001ha이나 참여자 1인당 6.3㎡(2평 남짓)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생활원예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도시

농업활동 지출금액이 높아져 연관 산업의 발달이 예상되고 있다. 자료1)에

따르면 미국은 도시원예 산업규모는 163억 달러이고, 이 분야 일자리는 연간

2백만 개가 창출되고, 105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 근무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활동에 관심이 큰 가운데,

도시민은 다양한 공간에서 농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여가선용,

정서순화, 자원순환, 도시열섬 저감, 일자리 창출 등 다원적 가치들을 직

간접적으로 즐기고 있다. 한편, 도시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가치의 중요

도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다수의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도시농업

활동의 대상물인 도시텃밭정원의 다원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시

1) 농촌진흥청(정원가꾸기의 사회경제학),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보고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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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활성화 정책적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안하는 것이 필요

하다. 최근에 많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원적 가치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 그리고 경제적 가치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농업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다원적 가치의 계층화

분석과 중요도 평가를 통해 정책적 선택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도시농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 분석과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성 내용[그림1-1]은 크게 5개의 단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정의와 개념, 유형과 형태에 대해 논하고, 관련하여

국내외 다양한 도시농업의 유형과 형태를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텃밭정원의 개념을 정의코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발전 추이와 현재의 위치를 정리코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현안과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정원 및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사례를 제시한다.

더불어, 해외 문헌 리뷰를 통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각종 정책

수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셋째, 도시농업공원을 포함한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금액을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에

적용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인 여행비용접근법(TCM),

가상가치평가법(CVM) 등 계량적 분석법의 이론적 틀을 제시코자 한다.

도시텃밭정원이 가지는 특성을 지역구분(인구수에 다른 도시 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 도시텃밭정원의 4가지 유형 등 특성변수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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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넷째, 국내외 선행연구에 나타나는 도시농업의 개념과 다원적인 가치 및

효과를 계층화분석법(AHP)를 응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원적 가치 및 선택대안의 가중치 및 우선

순위를 분석한다. 특히, 도시농업정책의 이해관계자를 5개 그룹으로 구분

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해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을 활용하여 제5장에서 분석한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별 가중치에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안을 선택대안의

우선순위별로 제시코자 한다.

[그림1-1] 논문의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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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달성키 위한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도시농업관련 선행연구의 자료 검색을 통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효과를 분류 정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수정작업 진행하고 계층도를 구성하였다.

다원적 가치 및 선택대안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 분석에 있어서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이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는 도시농업 이해관계자를 대학교수 및 연구계 종사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도시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도시농업 현장 활동

전문가, 그리고 도시농업 산업계 종사자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8명을

2017년 2～3월간 직접면담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둘째,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추

정에서는 비시장재화인 도시텃밭정원이 가지는 가치로 경관적 요소(도시

공원의 기능)와 체험적 요소(텃밭정원의 기능)을 포함하여 측정하기 위해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과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응용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에에 필요한 설문조사는 전국적으로 588명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특․광역시

5개 지역들과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고양시, 안산시, 성남시, 김포시,

시흥시, 안양시, 평택시 등 10개 시군)와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익산시),

경상남도(김해시, 천안시) 등 9개 광역단위에 19개 시군으로 가급적 전국

단위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역 농업

기술센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관련 교육에 참석한 도시민,

그리고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에 방문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 및

현황분석을 위해 문헌검색을 활용하였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하여

도시농업연구회에서 시행한 각종 국제심포지엄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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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곤 등 (2012)은 도시농업의 기능을 식량고급기능, 환경보존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및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농업 보전기금 지불의사금액으로 가구당 연간 27,894원을 추정하였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서울시민의 전체 지불의사금액은

1,018억 원이며, 도시농업의 보전과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도시농업용 농지의

확보, 주말텃밭의 이용도 제고, 도농교류 확대,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 인력

양성, 도시농업공원의 조성 등 도시농업법 관련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2.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허주녕 등(2013)은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선호를 분석

하고, 도시농업공원조성에 따른 속성별(텃밭분양 수, 학습 및 체험장, 여가 및

휴식공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도시민의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시농업공원은 기존 공원과 달리 도시민의 참여한 농사체

험과 친환경생태 교육과 학습, 공동체 활성화와 여가활용 등의 시설이 복

합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의미한다.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지가문제와 토지자원의 제한 등의 특성상 텃밭

공간 부족문제로 도시민의 참여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기존 텃밭과 도시공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함이 도시텃밭의 외연적 확대와 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정책수단으로 도시농업공원을

공공재로 하는 편익과 비용의 주체가 시민이므로 공급에 따른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분석하였다. 한편, Fleischer & Tsur(2000)는 경관과 다양한

측면에서 여행비용법을 활용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도시농업가치(경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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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를 추정하였다. 장동헌 등(2006, 2008)은 전주시민 대상으로 인식적인

측면과 함께 도시농업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이원석 등 (2012)은 도시지하공간 식물재배시설 조성에 대한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고, 임청룡 등 (2014)는 대구 도시농업공원

농업체험에 대한 적정 체험금액을 CVM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엄기철 등(2012)은 도시농업의 도시열섬현상 저감효과 계량화 연구

에서 작물의 증발산에 의한 도시열섬 저감 효과 구명과 작물 증발산에

따른 잠열에 의한 도시 대기 온도 하강 효과를 구명하였다.

Bastian et al.(2002) 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와이오밍 지역의

도시농업 가치 추정,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의 효과를 주목 (토지적

특성)하였다. Maddison(2000)은 영국의 도시농업가치를 기후, 토지의 질 등

의 농지특성을 중심으로 헤도닉 분석을 활용하였다. Ioan Voicu et

al(2008)은 뉴욕시의 커뮤니티가든이 주변 부동산가치 상승 증가 효과를

헤도닉 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3. 도시공원 및 도시정원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허주녕(2013)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공원의 활용도와 도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협력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시민농원과 북미지역의 커뮤니티가든 운영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구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이용하고 있다. 도시

농업공원을 기존 피동적인 도시공원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탕으로

이용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회복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이준미 등(1999)은 도시생태공원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TCM 수요

함수 및 소비자 잉여 도출과 CVM 수요함수 및 동등잉여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그 밖에 김용주 등(2007), 문윤석(2009)는 헤도닉 모형을 이용

하여 도시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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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여행비용법을 활용하여 휴양지, 관광농원, 국립공원, 보태닉가든 등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호텔링(H. Hotelling)은 국립공원의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오늘날의 여행비용법과 유사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클로슨(Clawson, 1959)에 의해 휴양수요모형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복스텔(Bockstael)과 멕코넬(McConnell)은 공공재 편익분석 관련

기본이론 개발과 휴양수요분석에의 적용에 관련된 많은 서적과 논문을 발

표하였다. 또한 개인별 여행자료를 이용하여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모형을 이론 모형으로 사용하였다(권오상, 2007).

여행시간의 기회비용 처리문제에서 스미스 등(Smith et al., 1983), 복스텔 등

(Bockstael et al., 1987a), 멕코넬과 스트란드(McConnell & Strand, 1981),

멕코넬(McConnell, 1992), 프리만(Freeman, 2003) 등이 주요 연구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여행비용법을 활용한 국내연구는 윤여창․김성일(1992)이 산림자원의 휴양

가치 산출을 위한 CVM과 TCM의 경제적 평가방법론 비교연구를 하였다.

이광석(1996)은 농촌방문의 경제적 편익 추정에 여행비용법으로 Semi-log

모델과 Log-Log 모델을 사용하여 소비자잉여를 추정하였다.

권오상(2004)은 여행비용법의 개인모형을 이용하여 지리산을 방문한 횟

수와 여행비용, 소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행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리고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방안 연구Ⅱ에서 여행비용법과 가

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해 국립공원의 적정 입장료를 산정하였다.

이상영 등(2004)는 관광농원의 보건휴양기능 가치평가에서 소비자잉여를

계측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보건휴양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Bowker & Didychunk(1994)은 캐나다 동부지역의 농지보존을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5. 계층화분석(AHP)에 의한 정책의 우선순위 연구

신용광 등 (2005)은 계층분석과정(AHP)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정책 프로



- 8 -

그램의 우선순위 분석과 AHP에 의한 프로그램 우선순위 계측결과를 통해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주진호 등(2017)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의 가중치 검증 연구에서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가중치 산정하여

경쟁력 지수 및 순위를 도출하였는데, 붓스트랩(Bootstrap) 기법을 통한 가

중치 적정성 검증(신뢰구간 95%)을 하였다.

지태관(2011년)은 AHP 분석을 통해 도시농업의 기능을 공익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보전기능 등 5개의 기능별 측정영역으로 나누어 22개

세부항목의 쌍대비교를 하였으나, 21개의 정책 사업은 절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하림 등(Halim et al., 2007), 스탬 등(A. Stam & A. Silva, 1997),

그리고 라마뉴얀 등(Ramanujan et al., 2014)은 기존 결정적(deterministic)

AHP가 가지는 불확실성 및 정보의 불균형에 의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률적(Stochastic) AHP를 적용하는 일련의 연구가 있었다.

6.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경제적가치 평가 등 관련

선행연구검토후 파악한 한계점에 대응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 및 활성화 방안’ 및 ‘AHP(계층화분석법)를

이용한 도시농업정책 우선순위 결정 연구’에서는, 다원적 가치 및 효과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도 있고, 계층도를 임의적으로 구성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나타난 다원적 가치를

찾아 계층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다원적

가치와 정책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다원적 가치와 선택대안의 우선순위의 분석을

추가한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AHP 분석 시 일관성 검증과정에서 일관성비율

(CR)이 0.1미만인 것을 지수 산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여도, 조사표본수 및 응답의 주관성 등으로 가중치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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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주진호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가중치의 신뢰구간을 예측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통계기법인 붓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한다.

셋째, 도시공원 또는 도시농업공원 등 비시장재적 가치평가에 있어

선행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function)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공원의 특징을 경관적

요소(비사용가치)와 체험적요소(사용가치)로 파악하여 가상가치평가법

(CVM)과 여행비용법(TCM)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 방법에

의한 결과를 서로 비교 해석하고,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비교코자 하였다.

넷째,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정책관련 선행연구는 해외 도시농업의 특징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활성화 방안에 연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도시농업의 현황 뿐 만 아니라

다원적가치의 지향점과 경제적 가치평가를 다루고, 우리의 것과 비교한 후

활성화 방안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제5절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국민농업, 생활농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다원적 가치들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정책적 선택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재

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도시텃밭정원이 제공하는 다원적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제안한다면 우리나라 도농교류 및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재원배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도시농업활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아직은 공급 인프라

(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어)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실에 비추어 활성화 방안과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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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정원의 유형과 정의

제1절 도시농업의 개념 및 정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3월 개정, 이후 도시농업법)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

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을 사육(양봉 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문헌에서 나타난 도시농업 정의 및 개념이 매우 다양하며, 농업관련

분야 뿐 만 아니라. 산업경제, 조경학, 도시행정, 도시설계, 생활과학 등

많은 분야에서 도시농업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1> 국내문헌에 나타난 도시농업의 정의 및 개념 정리

출처 문헌 정의 및 개념

박용범 등 2008,
한국유기농업학회

주말농장, 체험학습장 등 일상행활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규모, 목적, 공간, 활동내용, 토지사용, 활동주체에 따라 다양함

이창우, 2005
서울시정연구

도시행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 텃밭 경작, 공한
지 무단점유 농업, 상업적, 취미농업으로 구분

오대민·최영애,
2006, 도시농업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

장동헌, 2009
산업경제연구

도시문제해결을위해농업의다원적기능을최대한확충해나가는농업
도시민은 농업을 활용한 취미 및 생활농업의 형태를 띠는 농업

김진환, 2010,
한국농어촌공사

도시민이 도시 내에서 취미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농업, 도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농업

김종덕, 2002,
한국농촌사회학회 도시의공터, 베란다, 뒤뜰, 옥상등에서영농행위가이루어지는것

박태호 등, 2012,
한국조경학회

도시민생활농업으로, 친환경농법을통해안전한먹거리를 생산하고,
도시환경을 회복하며,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는 지역 활성화 활동

황정임 등, 201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도시민이 도시 또는 도시 인근에서 생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행위

김태곤 등,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와 근교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으로 활동주체 관점에서 경제적
농업(생업농업)과 체험․학습․교류 활동(생활농업)으로 구분

이병준,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도시민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사활동

한주형 등,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심 내 생활농업으로, 도시환경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린스페이스
확보와 더불어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원적 측면의 농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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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통적인 개념을 정리하면, 도심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여가와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며, 치유(힐링), 소일거리 제공,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 농업 체험 및 교육의 효과 등 다양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목적 중 하나인 이윤추구 등 상업적 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문헌에서 나타난 도시농업 정의 및 개념도 매우 다양하였으나 국

내의 그 것보다는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큰 차이점은 도시농업을

도시의 식량(푸드)생산시스템 또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는 관

점이다. 물론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부가적으로 나오는 다원적 가치들은

국내의 것들과 많이 일치되고 있다<표2-2>.

<표 2-2 > 해외문헌에 나타난 도시농업의 정의 및 개념 정리

출처 문헌 정의 및 개념

Sinan Koont,

2008, RRPE

지리적으로 도시와 그 인근지역에서 생태학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

Zezza & Tasciotti,

2010, Food Policy
도시지역에거주하는주민(가구)에의하여농축산물을생산하는활동

K. Hodgson et al,

2011

Funders’ network

for Smart Garwth

대도시권의 핵심지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서 식량이나 다른

작물을 생산하고 배분하고 마케팅 하는 것

Luc J.A., 2000,

IDRC

도시경제와 생태계 시스템이 통합되어 지역 식량생산 시스템

안에서 농촌지역의 농업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

Bailkey, M., &

J. Nasr. 2000.

Community Food

Security News

도시농업은 도시와 주변 지역의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통해 식량과 부산물을 재배, 가공, 유통 하는 활동

René van

Veenhuizen, 2006,

RUAF Foundation

도시농업은 도시주변에서 식량생산을 위한 식물의 재배와

가축의 사육 등 생산활동 및 생산요소 투입, 제품의 가공 및

마케팅과 같은 일련의 활동

Luc J.A.

Mougeot, 2000,

Thematic Paper

도시농업은도시식량시스템의하나이며, 가정용식량을책임져줄옵션중

하나로 도시 열린 공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가지 도구중

하나로활용되고있음. 도시의고체·액체폐기물을처리및재생하며, 소

득과고용을창출하고, 담수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기능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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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농업의 유형 및 세분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요자가 급증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3월 도시농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도시농업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도시

농업의 유형은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근린생활형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

농업, 농장 공원형 도시농업,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의 5가지 유형으로 세분하

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텃밭)으로 위치 및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하고 있다<표 2-3>.

<표 2-3> 도시농업 유형분류

유형 정의 세부분류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1,500㎡ 이상)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2)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도시공원 텃밭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30㎡ 이상)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텃밭
기타 학교교육형 텃밭

※자료 : 도시농업법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우리의 도시텃밭과 유사한 해외 선진국의 도시농업 유형은 <표2-4>와

같이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미국․캐나다의 커뮤니티가든과 도시농장,

그리고 일본의 시민농원 등이 있다. 모두 역사가 우리보다 적게는 40년

많게는 100년이 앞선다. 관련법에 기반을 두고 근거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 도시텃밭을 관리 운영하는 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2)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하는 도시농업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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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도시텃밭정원과 유사한 해외 도시농업 유형

명칭(연도) 정의 관련 법 및 협회

클라인가르텐

(Kleingarten)

1864년

도시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정원으로,

휴양처로서의 오두막집 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채소나 과일 꽃 등을 가꾸는 농작업 공간 등 3

대 요소를 갖추고 있음

독일연방가든법

BDGA

독일연방정원협회

커뮤니티가든

(Community

Garden)

1960년대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은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여가활용과 자가소비

를 위해 채소 등 식물을 재배하는 분구원을 가

진 가든(도시텃밭정원)

미국USDA, AGGA

미국커뮤니티가든협회

도시농장3)

(Urban Farm)

도시에서 식량을 재배,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일환으로, 동물사육,

벌키우기, 양어수경, 수경재배, 씨앗 및 모종

키우기를 포함하며, 비영리 텃밭정원과 비즈니

스 목적의 농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미국 USDA

시민농원

1920년대

시민농원은 1981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녹지사업의 일환으로 시가화구역내 농지를

소정원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농업인외 사람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지자체,

농협을 통해 소규모농지를 임대하여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농원

일본농무성, NPO법인

일본시민농원협회

시민농원정비촉진법 등

영리여부, 목적, 관리운영 그리고 공간 등 유형화에 따른 도시농업의

형태를 분류한 것은 <표2-5>와 같다. 먼저 영리여부에서는 근교농업과

생활농업으로 구분된다. 근교농업은 앞서, 김태곤 (2010)이 언급한 생업

농업과 생활농업의 구분과 같은 맥락이라 본다. 목적에 따른 구분은

생산형 농업, 취미여가형, 교육형 농업, 경관 농업이다. 관리운영주체에

따른 형태는 민간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민관협력형에 따른 구분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에 따른 형태는 주택내 텃밭과 주택 밖 인근 자투리

땅을 활용한 텃밭정원, 근린생활권의 주말텃밭 그리고 빌딩, 학교 등

비주거시설의 도시농업 형태이다

3) Urban Farm Business Plan Handb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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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유형별 도시농업의 형태

구분 내용

영리
여부

근교농업
도시에 출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으로, 고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도시 가까운 장소에서 행하는 집약적인 농업활동

생활농업 도시 내에서 존재하는 유휴지와 유휴동력을 이용하여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소규모 경작을 하는 형태의 농업활동

목적

생산형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약적인 농업

취미·여가형 도시 생활농업을 통해 즐거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이해

교육형농업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자연과 호흡하는 감각을 키움

경관농업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으로 볼거리 중심의 농업

관리
운영
주체

민영(시민단체) 개인, 간체 운영 주말텃밭

공영(지자체) 농업기술센터, 구청 등 기관 운영

민관협력 공공기관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

공간

주택(주거지) 주택, 옥상, 베란다, 화단 등 공간

주거지 인근 주거지 자투리 공간(유휴지 등)

근린생활권 주말텃밭, 체재형 주말텃밭

비주거시설 상업건물, 공공기관, 학교 등 공간

※ 자료 : 여화선(2012), 디자인 유형화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디자인지식학회

※ 자료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201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 도시농업의 경우 <표2-6> 와 같이 다기능형, 생활지향형, 그리고

시장지향형 도시농업으로 구분하였다. 생활지향형과 시장지향형 구분은

앞서 언급한 생업농업과 생활농업의 구분과 유사한 분류로 볼 수 있다.

<표 2-6> 해외 도시농업의 구분 사례

유형 정의 및 특징

다기능형
도시농업

(Multifunctional)

Ÿ 다양한 유기농 농업이자 소비자와 가까운 작은 농원
Ÿ 휴식, 도심녹화, 미기후, 공원 관리, 물 저장, 교육기능
Ÿ 도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재사용함

생활지향형
도시농업
(Subsistence
Oriented)

Ÿ 자가 소비를 위한 식량 생산 가능
Ÿ 식비와 건강유지비의 절약
Ÿ 부산물의 판매를 통한 일정 소득 창출 가능
Ÿ 도시 빈곤층을 위한 생활 전략 중 하나로 활용 가능

시장지향형
도시농업

(Market Oriented)

Ÿ 음식과 음식 외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득 창출
Ÿ 소규모 가족기반 농장 혹은 대규모 기업기반 농장
Ÿ 유통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

※ 자료 : René  van Veenhuizen, RUAF Foundation(2006), Introduction to urban         

            agriculture. Figure 1. Policy dimensions and main types of urban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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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

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공원 등 이 있다. 그 중 ‘도시

농업공원’ 은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하나로서 도시농업공원은「도시공원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학습․생태체험과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이다. 주제공원 중 5개 주제 외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시장․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윤 등, 2010).

점진적으로 도시농업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도시농업공원은 [그림2-1]과 같이 기존 도시공원 일부에 도시텃밭정원4)을

조성하는 것과, 주제공원으로서 도시농업공원을 신설5)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2-1] 도시농업공원 유형

4) 용산가족공원, APEC공원 커뮤니티가든

5) 강동도시농업공원, 시흥함줄도시농업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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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텃밭정원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

도시농업법은 ‘도시지역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

(양봉)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라고 ‘도시농업’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 정원법)에서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최근 도시농업활동의 장(場)인 도시텃밭을 텃밭정원6)으로 재해석 하는

시도가 있는데 농작물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수목 또는 화초를 가꾸는 행위

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승환(2010)은 북미의 커뮤니티가든(공동체

정원)을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흙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심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 텃밭,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국내문헌과 법규에 정의된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해외

문헌의 정의 및 유형을 각각 검토한바 있다. 각기 다른 용어와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 평가와 활성화 방안 모색인데 그 중에서 경제적

가치 분석도 있다. 그런데 도시농업의 경제적가치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농

업의 활동 공간이며 객관적 대상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농업의 대상인 ‘도시텃밭정원’은 우선

도시농업법에서 정의하는 도시농업 유형의 세부분류인 ‘주택활용형, 근린

생활권형, 농장공원형, 학교텃밭형, 도심형’을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 도시

공원법에서 새롭게 정의한 도시농업공원을 도시농업의 유형에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도시텃밭정원’은 도시농업의 유형인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농장공원형, 학교텃밭형, 도심형 도시텃밭과

더불어 농업의 체험적 요소와 공원의 경관적 요소를 함께 도시농업공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시텃밭정원’을 본 연구의 다원적 가치평가와 비시

장적 재화의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6) 김문환 등 은 『텃밭정원 도시미학, 2012』에서 도시농사 활동을 도시경관과 연계하여

정원과 정원일을 통한 생산 경관의 측면에서 이해하며 ‘텃밭정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도시텃밭을 정원일과 경관 측면에서 공공정원(public garden)으로 접근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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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도시농업 현황 비교 분석

제1절 도시농업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발전상은 [그림3-1]에서 보듯이 참여자 수(천명)과

텃밭면적(ha)의 가파른 우 상향 곡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

으로 참여자는 153천명, 텃밭면적은 104ha 수준이었으나, 2016년 현재의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0년 대비 9.5배 성장한 1,59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텃밭면적은 2010년 대비 8.6배 성장한 1,001ha7)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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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국내 도시텃밭 및 참여자 변화 추이

그러나, 참여자 1인당 텃밭면적은 <표3-1>과 같이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6.8㎡(2평)으로 2011년에 7.8㎡로 증가하였으나 계속 하락하여

2016년은 6.3㎡ 수준이다. 이것은 급증하는 도시농업 수요증가에 비래하여

텃밭면적이 증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표3-1> 참여자 1인당 텃밭 면적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인당 면적(㎡) 6.8 7.8 7.3 6.4 6.2 6.5 6.3

7) 2016년 텃밭면적(1,001ha)은 여의도 면적 835ha 보다 20%가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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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3-2>는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관련 조례제정과 도시농업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분석한 자료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은 2010

년에 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무려 22배가 증가한 91개소가 조

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40.3%에 해당된다.

도시농업 전담부서8)의 경우 2010년에 4개소에서 2016년은 9배 증가한 41개

지자체에 도시농업관련 전담부서가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수

대비 18%에 해당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을 적극적 활용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3-2> 지자체 도시농업 조례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현황
(개소수)

기반조성 10년 12년 14년 16년 전체 지자체 중 비중

지자체조례제정 4 21 76 91 40.3%

도시농업전담부서 4 14 31 41 18.1%

※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단위이다. 자료를

보면 현재 246개 단체가 등록하고 참여자수는 8,400명이다<표3-3>.

아직은 적은 수치이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등록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 공동체 활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통해 마을단위,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풀뿌리 조직으로 향후 도시농

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3-3>도시농업공동체 등록현황

(단위: 개소, ha, 1000명)

유형별 개소수 면적 참여자수

도시농업공동체 246 30.4 8.4

8) 중앙정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농촌진흥청(도시농업과)에서

도시농업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도시원예팀, 농촌관광팀, 생활원예팀 등의 명칭으로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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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유형별로 도시농업의 현황을 작성한 <표3-4>를 살펴보면, 텃밭수는

주택활용형이 전체 중 81.7%로 가장 많다.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텃밭

수는 많으나 차지하는 면적은 적다. 반면, 텃밭면적은 근린생활권형이

43%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근린생활권형은 주택 인근의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의 형태로 텃밭 수는 적으나 텃밭 당 면적은 매우 커서 많은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70% 이상으로 아파트 내 텃밭 가꾸기를 할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단위 텃밭 당 면적이 넓어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린생활권형과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의 확대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4> 유형별 도시텃밭 현황

(단위: 개소, ha, 1000명)

유형별 텃밭수 텃밭면적 참여자수

계 101,689 1,807.8 1,535.8

주택활용형 83,111 (81.7%) 107.5 (10.8%) 207.3 (16.9%)

근린생활권형 3,768 (3.7%) 430.2 (43.0%) 337 (21.1%)

도심형 1,074 (1.1%) 814.5 (0.8%) 33.9 (2.1%)

농장형, 공원형 301 (0.3%) 192.4 (19.2%) 166.2 (10.4%)

학교교육형 4,150 (4.1%) 98.6 (9.8%) 692.5 (43.3%)

기타텃밭 9,285 (9.1%) 164.6 (16.4%) 98.9 (6.2%)

본 논문에서 주요 도시농업 활성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도시농업공원은

현재 7개소에 불과하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공원의 경관적 요소와 도시

텃밭의 생산적 체험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도심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농업유형으로써 도시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 조성

할 필요가 있다<표 3-5>.

<표 3-5> 도시농업공원 현황
(단위: 개소, ha, 명)

지자체명 개소수 면 적 참여자수

계 7 103.4 22,389

서울 4 18.4 1,359

광주 1 9.5 30

경기 1 52.4 20,000

전남 1 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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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정원 조성 사례

1. 시유지 및 공여지를 활용한 텃밭 꾸기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을 시도한 사례로

‘수원시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다. 수원시는 2010년에 도시농업에 이용

가능한 유휴지 조사를 자체 행정조직을 통해 전면 실시하였다. 그러나 텃밭

가꾸기 유휴 공간 발굴 성과는 미미 하였다. 그 원인은 여러 사업계획의

점유관계로 도시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예정지를 도심에서 찾아내기란 어려

운 일이다. 대체로 지자체가 이와 같이 도심 내(주거지에서 15분 이내 9))에 텃

밭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유휴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이원석, 2010).

다음은 수원시에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텃밭정원을 조성한 두 가지 사례

이다. 먼저 수원시 서둔동은 위치한 여기산 커뮤니티 가든이다. 도심 속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공간을 공동체 텃밭이 있는 행복마을로 전환시켜

도심 속 농심문화 심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처음 시작하였다.

현재 마을주민 40가구가 참여하여 텃밭공동체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3-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주이전에 따른 이전부지에 자생하고 있는 사과나무 등

10종 870주를 기증받아 과수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과수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로 봄꽃체험, 여름매실, 초가을 포도, 늦가을 사과 배

수확 체험 등 시민이 가꾸고 수확하는 도심 속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산 커뮤니티가든(수원시 서둔동) 과수공원(수원시 호매실동)

•전체면적 : 1,157㎡
–시범정원 : 온실(13.2㎡), 정원(33㎡)
–주민텃밭 : 30구좌 1,058㎡, 4㎡/구좌
•토지소유 : 수원시 공원용지
•참여인원 : 30세대, 90여명
•봉사인원 : 경기마스터가드너 등 18명
•교육 10회, 체험 행사 6회 등

•전체면적 : 12,180㎡
–과수정원 : 사과나무 등 10종 870주
–주민텃밭 : 시민 과수체험장
•토지소유 :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과수 체험프로그램 : 20회 600명
•농업교육․체험․편의공간 조성
•힐링 치유프로그램 1회 등

[그림 3-2] 여기산커뮤니티가든(수원시서둔동)과수원시과수공원(자료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9) 도시농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농촌진흥청, 2010)에서 ‘경작지 까지 평균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13.4분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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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 APEC 나루공원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 조성

2010년 3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 나루공원(그림 2)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부산시기술센터, 부산그린크러스트, 그리고 인근 아

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40여 가족이 모여 커뮤니티가든 조성식이 개최

되었다.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에서

이뤄지는 도시농업의 형태로 공동체텃밭(정원)이다(이원석 등, 2010).

<그림3-3>에서 보듯이 APEC 나루공원은 주택 단지 근린공원으로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와 수영강이 흐르는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의 잔디를 걷어내고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을 피동적 휴식공간에서 인근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변화시킨 국내 최초의 시도이었다(이원석 등, 2010).

부산 APEC 나루공원(조성 전) 공원 내 도시농원(조성 후) 330㎡

[그림 3-3] 부산시 APEC 나루공원공동체텃밭조성(자료 : 경기도원연구보고서)

그러나, 부산시 APEC 나루공원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은 1년도 안

되어 철거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2010년)에는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 텃밭

조성 근거조항이 없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는 공원 내 금지조항으로

‘경작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 내 농사활동의

거부감과 특정인만 참여한다는 민원제기로 도시공원 공동체텃밭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의 하나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으며,

수원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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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텃밭정원과 도시공원의 융합-도시농업공원 사례

1. 도시농업공원의 필요성

도시텃밭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참여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도시텃밭을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직 수요

(참여자)에 비해 공급(텃밭면적)이 매우 적다. 도시의 농지활용에 대한

어려움은 도시농업법 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농지법과 세법 등 함께 해

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텃밭이 조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공동주택에 도시텃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시

공원처럼 도시계획상에 텃밭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본적

으로 도시농업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풀기 어렵다. 정부가 처음부터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바로 도시농업공원

이다. 지자체마다 도시농업공원 1개소를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

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운영되는 지자체는 손에 꼽는다.

2. 도시농업공원 사례

1) 부평도시농업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11년 부평구 십정동의 공원녹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부평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상을 해 공한

지로 남아있는 녹지부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3-4] 부평도시농업공원 (자료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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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1,030평)에 약8천만 원을 들여 전국 처음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했으며, 부평구는 텃밭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인 인천도시농업네트

워크와 협력하는 등 텃밭 운영에 다른 농업기술과 작물재배 기술 등을

지원했었다. 수확물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농부학교, 주말농사학교, 도시농부학교, 장애인농사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교육으로 활용되었고, 다양한

작물들을 식재해 볼거리제공과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최초로 장애인 텃밭구획이 조성되고, 장애인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2)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강동구 도시농업공원(2013년 개설)은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시설 내에 도시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3.

5월) 이후 설치된 전국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이다(강동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농사 체험과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어른들

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줄 수 있는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4월∼10월에는 체험텃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농 체험장이 운영

되며, 12월∼1월에는 얼음썰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현황 도시농업공원 전통 손모내기 체험

[그림 3-5]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자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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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 가족공원 텃밭정원

서울특별시 노들텃밭의 종료로 도시농업 프로그램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 용산가족공원내 텃밭정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용산가족공원 텃밭정원은 기존 도시 공원 내 일부 텃밭의 대표적 사례이다.

친환경텃밭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 치유, 자원순환농업,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190개의 작은 분할텃밭이 분양되고 있다.

기존 용산가족 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면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 3-6] 용산가족공원 텃밭정원 (자료 : 용산가족공원 텃밭관리사무소)

4) 부천시 여월도시농업공원

부천시는 정수장으로 활용하던 부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한 ‘여월

도시농업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으로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 도시양봉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

개인 등 텃밭분양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텃밭도 가꾸고 있다.

<표 3-6> 부천시 여월도시농업공원 현황

구 분 내 용

일반현황

위 치 : 오정구 여월동 98-5, 옛 여월정수장

면 적 : 52,422㎡

사업기간 : 2002. 1.∼2013. 4.

사 업 비 : 925백만 원

사업내용 : 농사체험학습원, 관상작물 파종원, 캠핑장, 생태연못 등

※ 자료 : 부천시청,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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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정부시 무한상상 시민정원(도시농업공원)

의정부시는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여지를 중앙정부로부터 구입하여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및 농업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바로 의정부역과

백화점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좋은 의정부시 무한상상시민정원이다.

무한상상 시민정원은 도시형 녹색마을(생태중심)로 특화된 평생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도시농업을 이끌어

가며, 마을 자립형 학습생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부 마스터가드너

전문가 양성과정」교육을 운영한다.

여기서 양성된 마스터가드너(시민가드너)들은 이곳 도시농업공원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원을 가꾸고 일반시민에게 정원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과 생태 교육을 하며, 공원지킴이의 역할도 한다.

[그림 3-7] 의정부시 무한상상 시민정원(자료 : 의정부시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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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외 선진국 도시농업과 비교 분석

1. 독일 도시농업과 비교분석

1) 독일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독일연방가든법(1983, BDG)에 의하면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여가를 위한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채소, 과일, 허브, 꽃 등을

재배하는 소규모 원예농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의

수확물은 개인적인 이용(비상업적)을 위하 것이어야 한다. 클라인가르텐은

휴양지 역할을 하며 크기는 400㎡가 기준이고, 작은 집은 최대 24㎡를

넘을 수 없다. 가축 사육과 주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회원은 텃밭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소유권은 대체로 국가에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독일연방에는 1개의 연방협회에 20개주 지역협회가

있고, 15,000개 클라인가르텐 단지(Colonies)가 있다. 한 단지 당 100개 내외의

가든(allotments)10)가 있어 독일연방에는 1백만 개의 클라인가르텐이 있다.

4인 가족으로 계산 시, 약 4백만 명이 가든을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3-8] 독일 클라인가르텐 현황

※ 자료 : 2011 세계유기농대회도시농업사전학술대회발표자료(경기도농업기술원)

10) 독일에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 있으면 영국에는 얼로트먼트가든(Allotments)이

있다. 독일인이 클라인가르텐을 영어로 표현할 때 Allotment garde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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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클라인가르텐(Allotments)는 독일연방정원협회(BDG)에서 운영하는

1백만 개의 정원외에도 철도농업협회(Railway-Agriculture)11)가 운영하는

76천개와 다양한 조직들이 운영하는 150천개의 클라인가른텐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일은 1,226천개의 클라인가르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Geyer

Bernad, 2011).

단체조직별 클라인가르텐 개소수 철로주변에 위치한 클라인가르텐

[그림3-9] 철로협회, 독일연방정원협회 등 단체조직별 클라인가르텐 운영

※ 자료 : 2011 세계유기농대회도시농업사전학술대회발표자료(경기도농업기술원)

따라서, 독일연방에는 1,226,000개의 클라인가르텐이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인구 82백만 명으로 추정할 때 인구 천 명당 클라인가르텐은 15개로

산출된다<표3-7>.

<표3-7> 독일 클라인가르텐 참여자 및 천명당 가든수

구분
독일

인구수
가든수

인구
천명당
가든수

면적
(ha)

경제적가치
(억EUR)

독일 연방 82,000천명 1,226,000개 15 49,040
6.5

(7,987억원)

※ 자료 : 2011 세계유기농대회도시농업사전학술대회발표자료(경기도농업기술원)

11) 독일 철도여행을 할 때 철로주변의 녹지에서 클라인가르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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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인가르텐의 다원적 가치 및 중요성

가. 경제적 가치

오늘날 140만 명이 넘는 독일 가드너들이 4만7천ha의 클라인가르텐을

이용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클라인가르텐은 식량안보 및 경제

적인 중요성은 매우 커서 ‘클라인가르텐에 관한 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낮은 임차료로 클라인가르텐을 도심에서 녹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1/3의 지역이 채소와 과일 경작에 사용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통하여 클라인가르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개의 클라인가르텐에서 평균 300k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이 생산된다.

이는 독일에서 식품 가격이 매우 낮을 때도 임차비용을 넘는 수준이다.

농작물 대부분은 유기농으로 재배된다. 도시농업활동을 하는 것은 비싼 값을

치루고 선탠을 하거나 헬스클럽에 가는 것을 대신해준다. 연간 정원 당

평균 소요금액은 대개 350유로 정도이며 종자, 묘목, 시설물 보수 등 매년

유동비용이 추가로 300 - 400 유로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130만에

달하는 클라인가르텐은 국민산업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Geyer(2010)에 의하면 베를린시의 경우 3,160ha 면적의 클라인가르텐

(7만개)에서 연간 42백만 유로 가치 이상의 농작물을 생산한다. 또한 45

억 유로가 식물재배, 클라인가르텐에 부속된 집과 자재 등으로 지출된다.

[그림3-10] 베를린 클라인가르텐의 운영비용(2010, Geyer)

※ 자료 : 2011 세계유기농대회도시농업사전학술대회발표자료(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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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적 가치

클라인가르텐은 도시의 기후와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음을 감소시키고 대기의 미세먼지를 줄여서 공기가 좋아지도록 한다.

녹지는 빗물이 땅에 광범위하게 잘 스며들어 지표면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 준다.

도시 텃밭은 생물학적 다향성이 높고, 많은 생태적 방어 장벽이 지역의

멸종위기 생물을 지켜주도록 돕는다. 클라인가르텐에는 도시공원보다 30%가

넘는 다양한 종이 있다고 한다. 많은 클라인가르텐 가드너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귀한 작물과 품종을 써서 품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다.

독일연방가든협회에서 조사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식물 종류의 수를 <표3-8>에서 보면, 채소 114종, 과수류 59종, 허브류

80종, 꽃 1,813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클라인가르텐 400㎡당 89.6개의

식물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3-8>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식물 종의 수

종수/400㎡
클라인가르텐 전체 조사수

채소 과수 허브류 꽃

89.6 114 59 80 1,813

※ 자료 : 2011 세계유기농대회도시농업사전학술대회발표자료(경기도농업기술원)

다. 사회적 가치

클라인가르텐은 도시주변에 녹지 및 휴식공간 제공하며, 주민-자연간의

생활공동체 조성한다. 현재의 기능은 주로 휴양지와 사회적인 회합을

위한 장소로 바뀌어오고 있다. 가장 큰 사회적 중요성은 독일연방가든

협회의 백만 명 회원 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4백만여

가족구성원이 안전한 녹색환경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텃밭의 개

방성은 가까운 거주지역간, 이민족 출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접촉을

촉진시키고 있다.

개방형 클라인가르텐이 실업자의 사회적인 소외감을 이겨내도록 도울

있다. 거의 1만 5,000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텃밭에 열성적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준다. 지식 전수는 시의 교육 연구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진다. 이는 특히 협회의 출판 기관에 의해 장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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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도시원예(Urban Horticulture)의 경제적 가치효과

울리쉬(Ulrich, 2011)는 도시원예(Urban Horticulture)의 가치를 <그림

3-11>과 같이 경제적, 생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분야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생계적 일자리, 소득창출, 식료품비 절약, 최소

한의 자원사용 등을 언급하였고, 생태환경 분야는 도시기후, 사용된 물의

정화, 생물학적 다양성, 농산물 수송비용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 사회적 자본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3-11> Urban Horticulture의 다원적 가치

※ 자료 : 독일 훔볼트대학교 울리쉬(Ulrich) 교수(경기도농업기술원 심포지엄)

독일 베를린시의 도시녹지(public green)의 경제적 가치를 종류별로 정리

하였다.<표3-9>. 도시녹지는 도시공원(2,592개), 클라인가르텐(79,000개),

공원묘지(200개), 도시숲, 가로수, 옥상농원, 철로녹지, 농업/원예 생산지,

기타녹지로 구분하여 다양함을 설명 하였다.(Ulrich, 2011)

<표3-9> 독일 베를린시 도시녹지(public green)의 종류 및 면적

Ÿ 도시공원 (2 592개)
Ÿ 클라인가르텐 (79,000개)
Ÿ 공원묘지 (220개)
Ÿ 옥상정원
Ÿ 농업/원예 생산지

( 505,000 ha)
( 331,000 ha)
( 12,000 ha)
( 1,566,000 ha)
( 623,000 ha)

Ÿ 철로 녹지
Ÿ 도시숲
Ÿ 가로수 (416,300수)
Ÿ 기타 녹지

계 31,000 ha, 34.8% of the total area

※ 자료 : 독일 훔볼트대학교 울리쉬(Ulrich) 교수(경기도농업기술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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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의 도시원예 산업을 분야별로 원예 및 화훼분야(15억 유로),

나무육묘(10억유로), 채소류(13억 유로), 과일류(7억 유로)로 각각 추산하여

총 45억유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표 3-10>. 한화로 5조 6천원에 상당

하는 금액이 도시원예산업의 경제적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10> 유럽의 도시원예 산업
Producing companies: 25.000

구분 금액

원예 및 화훼 ornamentals 1.5 Bill.€ 1조 9천억 원

나무 육묘 tree nursery 1.0 Bill.€ 1조 2천억 원

채소류 vegetable 1.3 Bill.€ 1조 6천억 원

과일 fruits 0.7 Bill.€ 8억 7천만 원

계 4.5 Bill.€ 5조 6천억 원

※ 자료 : 독일 훔볼트대학교 울리쉬(Ulrich) 교수(경기도농업기술원 심포지엄)

독일 도시농업의 조성 및 운영 관련 현황과 시사점은 <표3-11>과 같다.

클라인가르텐은 장기임대로 도시농업(가드너)의 책임 있는 텃밭 토양

관리 및 환경관리가 이행된다. 재배작물도 꽃, 채소, 과수 등 고루 재배

하여 생태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든 컨설턴트의 체계적은 양성은

자원봉사로 이어지고 민간단체인 연방가든협회가 주도하는 탄탄한 유지

관리 시스템이 내실 있는 클라인가르텐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표3-11> 독일 도시농업의 조성 및 운영 관련 현황과 시사점

구분 독일 운영현황 시사점

장기임대
운영

클라인가르텐의 장기 임대 또는 영구임대로
텃밭정원 가꾸기의 지속성 확보 및 책임 있
는 토양 및 환경관리가 이루어짐

매년/격년 추첨제
텃밭배정의 문제점

재배작물의
다양성

꽃, 채소, 과수 등 1/3정도로 나누어 재배
함으로써 생태적 다양성 확보 가능함

채소류재배및수확
중심의 텃밭문화

지속가능성
확보

도심내 클라인가르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협회 및 회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함

텃밭조성용유휴토지
발굴 난제

전문가
가든컨설턴트가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자원
봉사자로 정원참여자의 교육 및 상담, 운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체계적인 육성시스
템과 자원봉사제도
정착화

협회의 역할
협회차원에서 가든 참여자의 엄격한 관리로
문제있는 회원들은 퇴출시키고 성실한 대기
자에게 기회를 제공함

민간단체 협회 주
도의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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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및 캐나다 도시농업과 비교분석

1) 미국·캐나다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도시농업의 역사를 보면 세계2차 대전과

경제 대 공황 중에 추진한 빅토리가든(Victory Garden)이 도시농업의 초기

모델로 볼 수 있다. 즉 안보적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자급자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농업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도시농업 유형을 <표3-12>에서 보듯이 도시의 청년들이 모여서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도시농원(Commercial Farm)과,

지역 공동체모임의 주도하는 자가소비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커뮤니티가든

(Community Garden), 그리고 미국의 주택구조 상 뒤뜰에 소유하는 개인

텃밭정원 등 3가지 유형을 거론할 수 있다.

<표3-12> 미국의 도시농업 유형

유형 정의 특징

Commercial

Farm

생산물을지역시장에

직판매하는 농장

도시 내에서 신선한 생산물 공급함

도시 내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함

Community

Garden

유휴지에 위치한

작은 구획 농장

대량의 생산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게 나눠줌

Commercial Farm과 달리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은 매우 적지만, 직접 키우는 생산물

덕분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음

Backyard

Garden

집 주변의 작은

농장이나 옥상 등

컨테이너 정원

거주지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움

Community Garden과 같이 직접 키운 생산물을

섭취하고 주변에 나눠줌

※ 자료 : Foundations for 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 Urban Agriculture

미국의 도시농업 유형중 Urban Farm(도시농장)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표3-13>에서 보듯이 비영리가 32.1% 이었고, 전체의 67.9%는 영리적 목적의

농장으로 나타났는데, 소유권별로 개인, 가족,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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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3> 미국 Urban Farm(도시농장)의 수익적 구조 및 분포

Type of Structure N Percent

비영리법인(Non-profit) 95 32.1

개인소유기업(Sole proprietorship) 93 31.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66 22.3

일반기업(Corporation) 16 5.4

협동조합(Cooperative/employee owned) 11 3.7

기타 유형의 동업자(Other type of partnerships) 9 3.0

가족소유(Family owned) 6 2.0

※ 자료 : Urban Agriculture in the United States: Baseline Findings of

a Nationwide Survey (2013), 2013 National Survey of Urban Farms

미국의 도시농업 유형 중 Urban Farm(도시농장)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표3-14>에서 보듯이 다양한 재배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드타입으로 재배하고 있는 도시농장이 203개소로 전체의 64.4%를 차지

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닐하우스 형태가 41.3%이었다. 그 밖에

수직농장, 아쿠아포닉(양어수경), 하이드로포닉(수경재배) 등 노지재배외에

최신원예기술을 활용한 도시농장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14> 미국 Urban Farm(도시농장)의 재배유형별 현황

Practices/Structures Frequency Percent of Respondents

틀밭·상자형 텃밭(Raised beds) 203 64.4

비닐하우스(Greenhouse) 130 41.3

컨테이너텃밭(Container gardens) 118 37.5

높은 턴넬재배 (High tunnel) 92 29.2

수직농장(Vertical farming) 56 17.8

양어수경(Aquaponics) 24 7.6

수경재배(Hydroponics) 17 5.4

옥상재배(Rooftop farming) 9 2.9

 ※ 자료 : Urban Agriculture in the United States: Baseline Findings of a

Nationwide Survey (2013), 2013 National Survey of Urban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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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적 도시텃밭정원은 커뮤니티가든이다. 미국 커뮤

니티가든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3-15>에서 보듯이 10,250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마을단위 텃밭

(Neighborhood garden)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회, 공동

주택, 병원, 학교 등 순서로 커뮤니티가든이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표3-15> 미국 Community Garden(커뮤니티가든)의 유형 및 현황

유형 개소수 비율

1, 마을단위 텃밭정원 4,480 43.7%

2. 학교 텃밭정원 318 3.1%

3. 공동주택정원 984 9.6%

4. 교회텃밭정원 2,091 20.4%

5. 두 개 이상의 주소지를 공유한 텃밭정원 748 7.3%

6. 대규모농장과 기타 유형 235 2.3%

7. 노인시설/실버타운 정원 338 3.3%

8. 직업훈련/청소년 경제활동 154 1.5%

9. 치유정원/정신건강정원 615 6.0%

10. 기타 287 2.8%

계 10,250 100%

※ 자료 : National Community Gardening Survey(Published June 1998)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표3-16> 북미 도시농업의 조성과 운영 관련 시사점

구분 북미 도시농업 운영현황 시사점

다양한
스펙트럼

도시농업이 상업적, 비영리적, 다기능적 목적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일자리, 창업, 연구
개발과 확장성

도시재생
르네상스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도시농업을 활용해
명소로 재탄생시킴 : 하이라인, 버티컬월

농업을 통한
도시재창조

지속가능성
확보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적인 확대로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으로 도시문제를 해결

공동체 활성화
세대간/다문화간
사회적 통합

전문가 마스터가드너, 시티파머 등 전문가 양성으
로 급증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적극 대응

체계적인 육성시스
템과 자원봉사제도
정착화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

도시농업을 민간거버넌스에 의해 보다 큰
그림(예 : 식량안보시스템 또는 그린시티계획)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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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효과

연구문헌에나타난미국도시농업의다원적가치를언급한자료를정리한것은

<표3-17>과 같다. 대분류로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효과로 구성하였는데,

각 문헌에서 언급한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효과에서 많이 언급된

항목은 공동체활성화, 안전한 공간창출, 평생학습 제공 순이었다.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창출, 농가시장 확대, 식료품비절감 등 이었다. 그리고 건강적

효과는 건강한 식품확보, 채소과일 소비증가, 식습관 실천교육의 순이었다.

<표3-17> 선행연구에 나타난 북미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정리

구분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건강적 효과

안
전
한

공
간

창
출

경
작

공
간

제
공

공
동
체
활
성
화

평
생
학
습

제
공

사
회
적

통
합

사
회
환
경
정
의
실
현

일
자
리
창
출

직
업
훈
련

식
료
품
비

절
감

지
자
체

예
산

절
감

농
가
시
장
확
대

비
즈
니
스

창
업

가
계
소
득

상
승

건
강
한

식
품
확
보

식
습
관

실
천
교
육

채
소
과
일
소
비
증
가

신
체
활
동

증
가

정
신
건
강

향
상

계 24 14 37 15 12 11 18 10 16 4 18 8 5 39 16 22 12 8

Alaimo K (2002) ● ●

Armstrong-A (2000) ● ● ● ● ● ● ● ●

Beckie, M (2010) ● ●

Blair, D (1991) ● ● ● ●

Bonacich, E (2011) ● ● ● ● ●

Broadway, M (2009) ● ● ● ● ● ●

Broadway, M.J(2011) ● ●

Brown, C (2008) ● ● ● ● ●

Brown, C (2007) ●

Brown, K,H (2000) ● ● ● ● ● ●

Campbell, M(2003) ● ●

Conner, D (2008) ● ● ●

Cooley, J (1998) ● ●

Corrigan M (2011) ● ● ● ● ● ● ● ●

DeLind, L (2002) ●

Doron, G (2005) ● ● ● ●

Jarosz, L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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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7> 계속

구분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건강적 효과

안
전
한

공
간

창
출

경
작

공
간

제
공

공
동
체
활
성
화

평
생
학
습

제
공

사
회
적

통
합

사
회
환
경
정
의
실
현

일
자
리
창
출

직
업
훈
련

식
료
품
비

절
감

지
자
체

예
산

절
감

농
가
시
장
확
대

비
즈
니
스

창
업

가
계
소
득

상
승

건
강
한

식
품
확
보

식
습
관

실
천
교
육

채
소
과
일
소
비
증
가

신
체
활
동

증
가

정
신
건
강

향
상

Feenstra, G (2007) ● ● ● ● ●
Kerton, S (2010) ● ●
Krasny M (2002) ● ●
Kremer, P (2011) ● ●

Landis (2010) ● ●

Levkoe, C (2006) ● ●

Lovell, S, T (2010) ● ● ● ● ● ● ● ● ● ● ●

Macias T (2008) ● ●

Magnus K (1979) ●

McCormack (2010) ●

Mendes, M (2008) ● ●

Metcalf, S. S(2011) ● ● ●

Ober Allen J(2008) ● ● ● ● ● ● ● ● ●

Park, Y (2011) ● ●

Patel, I. C (1991) ● ● ● ● ●

Pearson L (2010) ● ● ● ● ● ●

Saldiver-T (2004) ● ● ● ● ● ● ●

Schmelzkopf,(1995) ● ● ● ● ● ● ●

Schukoske, J(2000) ● ●

Sharp J (2002) ● ● ● ● ●

Suarez-Balcazar(2006) ● ● ●

Summer, J (2010) ●

Teig, E (2009) ● ● ● ●

Travaline, K(2010) ● ● ●

Twiss, J (2003)

Voicu, I (2008) ● ●

Balmer, K (2005) ● ● ● ● ● ● ● ● ●

Bellows, A (2005)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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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7> 계속

구분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건강적 효과

안
전
한

공
간

창
출

경
작

공
간

제
공

공
동
체
활
성
화

평
생
학
습

제
공

사
회
적

통
합

사
회
환
경
정
의
실
현

일
자
리
창
출

직
업
훈
련

식
료
품
비

절
감

지
자
체

예
산

절
감

농
가
시
장
확
대

비
즈
니
스

창
업

가
계
소
득

상
승

건
강
한

식
품
확
보

식
습
관

실
천
교
육

채
소
과
일
소
비
증
가

신
체
활
동

증
가

정
신
건
강

향
상

Bregendahl, C(2006) ● ● ● ● ●

Hanna, A (2000) ● ● ●

Holland, L (2004) ● ● ●

Cantrell P (2007) ● ●

Feenstra,G.W(1999) ● ●

Ferris, J (2001) ● ● ● ●

Gale, F (1997) ●

Glover, T (2005) ● ●

Clasanti, K (2010) ● ● ● ● ●

Committee, N(2003) ● ● ● ● ● ●

Hodgson, K (2012) ●

Feenstra, G (1999) ● ● ● ● ● ●

Fisher, A (1999) ●

Hendrickson(2012) ●

Iles, J (2005) ● ● ● ● ● ● ● ●

Kaufman (2000) ● ● ● ● ● ● ● ● ● ● ● ● ● ● ●

Kobayashi, M(2010) ● ● ● ● ● ●

MacNair(2002) ● ● ● ● ● ● ●

Moreau (2012) ● ● ● ● ● ● ● ● ● ● ● ● ●

Murphy C (1999) ● ●

Nugent, R (2003)

PolicyLink (2012) ● ● ● ● ● ●

Smit, Jac (1996) ● ● ● ● ●

SPUR (2012)

Hynes, H (1996) ● ●

Iles, J (2005) ● ● ● ● ● ● ●

Lawson, L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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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표3-17> 에서 북미 도시농업관련 문헌에 언급된 빈도로 조사한 도시농

업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층도로 구성한 것은 미국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

치 및 효과이다<그림3-12>. 첫째, 사회적 효과에서는 공동체활성화 > 안전한

공간창출(범죄감소) > 평생학습 및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제공 > 도시민 경작공간

제공 > 세대간/다문화간 사회적 통합 > 사회 및 환경정의 실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효과에서는 일자리창출 > 농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 확대 > 식품

비용 절감 > 직업훈련 > 비즈니스 창업지원 > 가계속득 상승 > 자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적 효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전

한 식품확보 > 채소 과일류 소비증가 > 식습관 및 영양개선 실천교육 > 신체적

활동 증가 > 정신적 건강 향상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의 계층도(제5장 설명)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분류에서 사회문화적, 환경 생태적,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였

는데, 미국의 대분류에선 환경적 기능은 없고 건강적 기능이 대분류에 위치

하고 있다. 미국 문헌의 건강적 효과의 세부효과들이 본 논문에서 계층화한

경제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세부분류에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2] 미국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효과

※ 자료 : University of California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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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캐나다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미국의 문헌에 나타난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자료에는 먼저,

The Effect of Community Gardens on Neighboring Property Values12)가

있다. 미국 뉴욕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가든이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커뮤니티

가든이 개설된 후 5년 동안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9.4% 상승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심내 커뮤티니가

든과 같은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가든 조성의 예산투자가 지역주민에게 부동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표3-18> 커뮤니티가든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정원까지의 거리 (feet)

0 500 1000

준공 후 시간 % 가치($) % 가치($) % 가치($)

완료 직 후

1년

3년

5년

3.4

4.1

5.6

7.4

3,027

3,607

4,971

6,551

2.5

2.8

3.6

4.7

2,191

2,450

3,172

4,111

1.5

1.5

1.6

1.9

1,355

1,293

1,373

1,670

※ 자료 : The Effect of Community Gardens on Neighboring Property Values

이 연구에서는 20년간 커뮤니티가든의 조성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총 시

당국의 세금 혜택은 $503 million이다. 시정부가 가든 조성과 운영비 보조로

$177 million을 투자하여도 20여년간 뉴욕시의 세금혜택의 현재순순가치는

$325 million 이고, 뉴욕시의 가든 수 635개소로 나누면 가든 당 $512,000의

혜택이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을 미국 전체 커뮤니티가든에 적용하여 산출하면,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 수는 10,550개소로 $5,402 million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6조 1천4백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에 해당된다.

12) Ioan Voicu and Vicki Been 2008, REAL ESTAT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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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9 > 미국 커뮤니티가든의 경제적 가치 추정

뉴욕시 전체 뉴욕시 가든당 전체 가든수 전체 경제적가치
추정 금액

$325 million $512,000 10,550개 $5,402 million

<표3-20>은 캐나다 벤쿠버시 도시농장(Urban Farm)의 상업적 활동

사례를 조사한 자료이다. 물론 캐나다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대표할 수 는

없으나 도시농업의 활동이 도시의 청년과 실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연

계되고 소득연계로 이어져 캐나다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20>의 조사 자료에서는 도시농장 (Urban Farm)의 비즈니스 모델

은 시장판매(Markets)과 CSA (Community Sponsored Agriculture : 지역

사회지원농업), 레스토랑 등으로 이어진다. 비록 조사 자료에 나타난 소득

금액은 매우 적으나, 취약계층 등이 활용한다면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건전

하고 안전한 사회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3-20> 캐나다 벤쿠버시 도시농장(Urban Farm)의 상업적 활동 사례

구분 토지소유권
활용한
토지유형

면적
(㎡)

비즈니스
모델

노동
시간/주

소득
($)

농장1 정부임대계약 농지 31,748 Markets 125 n/s

농장2 정부임대계약 미사용잔디 20,255 CSA 312 5,534

농장3 주거지 유휴지 13,503 CSA 160 3,637

농장4 개인기부사유지 산업지역(주차장) 13,024 Markets,
Restaurants

142 Non
profie

농장5 주거지역, 옥상 유휴지 8,463
CSA, Markets,
Construction

48 43,980

농장6 주거지역 유휴지 3,096 CSA, Markets, 80 1,517

농장7 개인기부사유지 재개발지(산업지역) 2,000
Markets, Retail
Restaurants

100 14,262

농장8 자가 소유지 농지 1,674
Camp, CSA,
Markets 130 13,540

※ 자료 : CSA : Community Sponsore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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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도시농업과 비교분석

1) 일본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일본의『시민농원』은 샐러리 맨 가정과 도시의 주민들이

채소·꽃의 재배, 고령자의 여가활동, 학생·아동의 체험 학습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소면적의 농지를 이용하여 야채나 꽃을 키우는 농원을 말한다.

일본은 유럽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던 독일의 Kleingarten(소정원)를

모델로 시민농원을 도입하였다. 도시민을 위한 레크레이션(여가활동)을

위해 ‘90년대 초부터 지자체에서 시민농원을 주도적으로 조성하였다.

초기단계는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단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에 농가가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민농원이 일반적

이었으나 운영 능력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되자 NPO 등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추진하게 되었다.

<표3-21> 일본 시민농원 법·제도 현황

제도 시설확보
방안

규모 기능

도시공원법(1981)

시민농원정비촉진법(1990)

시가화 구경

내의 농지

소구획 10-30㎡,

대구획 100-300㎡

지역사회의 녹지,

여가 공간 활용

※ 자료 : 황지욱․이시영․이윤상, 2007, p.6.

일본 시민농원의 2016년도 현황(2017년 3월말 조사)은 <표3-22>와 같이

농장수와 구획수(분양된 분할텃밭)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 증가하였

으나, 면적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22> 일본의 도시농업 유형

농장수 4,223 농원 (전년도 4,178 : 45 농장 증가, 전년 대비 + 1 %)

구획수 189,895 구획 (전년도 188,878 : 1,017 구획 증가, 전년 대비 + 1 %)

면적 1,381ha (전년도 1,402 : 22ha 감소, 전년 대비 -2 %)

※ 자료 : 市民農園をはじめませんか：農林水産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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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농원을 과거에는 농지를 활용하여 개설하였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 빌딩옥상 등에 조성되는 농장이 각광받고 있다. 지역적으로 도심지

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도심 인접지역의 시민농장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도 접근 편리성 등이 좋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농사보다 소득이 좋은 관계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농장이

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 등 제공한다. 특히, 일본의 농지는 도시민들도

소유할 수 있어 휴경지 등을 활용한 시민농원 조성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농원의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이러한 소면적의 농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가, 기업, NPO 등이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주체별로 <표

표3-23>와 같이 살펴보면 여전히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인 및 기업 · NPO 등에 의한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표3-23> 시민농원의 임대 방식에 의한 농원수

특정 농지 대부법
시민농원
정부 촉진법 총계

지방공공단체 2,062 259 2,321 (55%)

농업협동조합 469 42 511 (12%)

농업인 883 195 1078 (26%)

기업·NPO 등 292 21 313 (7%)

총계 3,706 (88%) 517 (12%) 4,223 (100%)

※ 자료 : 市民農園をはじめませんか：農林水産省

<표3-24> 지역별 시민농원 개설수

  농원수(Garden) 구획수(Plot) 면적(ha）

도시적 지역 3,366 79.7% 155,550 81.9% 877.4 63.6%

평지농업지역 276 6.5% 13,383 7.0% 200.8 14.5%

중간농업지역 401 9.5% 14,542 7.7% 196.1 14.2%

산간농업지역 180 4.3% 6,420 3.4% 106.3 7.7%

전국(계) 4,223 100.0% 189,895 100.0% 1,380.6 100.

※ 자료 : 市民農園をはじめませんか：農林水産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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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농원은 대체로 30～40만 구획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근교의 시민

농원은 30～50㎡/개소, ㎡당 300～800엔/년의 임대료를 낸다. 일본철도

(JR)등의 옥상에 조성된 경우 ㎡당 1,000엔/월 (역근처의 가깝고 편리한

곳은 고비용이라도 이용자가 많음)의 임대료이다.

2) 일본 시민농원의 다원적 가치 및 기능

일본 시민농원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은 <그림3-13>와 같이 환경, 사회,

문화, 건강 등 4개의 대분류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사회와 문화를

하나로 합쳐 3개의 대분류를 만든 것과 차이가 있다.

환경기능에는 생산녹지, 환경보존, 자연재해방재, 생태계보전기능으로

하위기능이 구성된다. 사회기능은 경관, 사회복지, 경영다양화, 투자경감,

지역 활성화 기능이 있었다. 문화적 기능에서는 역사문화계승, 교육,

커뮤니티(공동체) 등으로 하위기능이 구성되었다. 건강적 기능의 하위기능

에는 보건휴양, 건강증진, 여가활동기능을 열거하였다.

[그림3-13] 일본 시민농원의 다원적 가치 및 기능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시민농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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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도시농업 및 시민농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일본의 도시농업 유형은 시민농원이다. 전국 4,223개 농원이 있으며

1,381ha 규모이다. 도교도 전체의 도시농업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보전의

가치평가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 WTP값에 따라 376억 엔에서 2,162억

엔의 경제적 가치평가액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표3-25> 도쿄도 전체의 도시농업 농지의 공익적 기능 보전의 총 평가액

세대수(문) WTP(mean)
Total

WTP(억엔)

평균 WTP 6,871,756 259 2,162

중간 WTP 6,871,756 42 376

※ 자료 : 도시농업 농지가 갖는 다면적 기능의 경제적 평가 조사보고서

(동경도 산업노동국, 2016)

일본 도시농업 다원적(다면적)기능별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은

<표3-26>에서 보듯이 환경보전(527억 엔) > 방재(342억 원) > 생물다

양성(311억 원) > 건강증진(258억 원) > 교육 (2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3-26> 기능별 도시농업 농지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

기능별 평균WTP 3.0을 1.0으로 환산 억 엔

환경보전 0.73186 0.24395 527

방재 0.47476 0.15825 342

레크리에이션 0.19874 0.06625 143

교육 0.35174 0.11725 254

경관형성 0.22713 0.07571 164

역사문화계승 0.22555 0.07518 163

건강증진 0.35804 0.11935 258

생물다양성 0.43218 0.14406 311

전체(계) 3.00000 1.00000 2,162

※ 자료 : 도시농업 농지가 갖는 다면적 기능의 경제적 평가 조사보고서

(동경도 산업노동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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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농원 운영에서 배울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먼저 어린이

청소년 학교 교육에서 ‘農’에 대한 교육을 가르침을 하고 있다. 산업으로

서의 농업이 아닌 생활가치로의 농심을 교육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을

통한 농촌과의 교류확대와 더불어 해외농산물 대신 국산농산물을 애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3-27> 일본 도시농원 및 시민농원의 운영 관련 시사점

구분 운영 현황 시사점

도시농업

교육의 목표

학교교육에서 ‘農業’이 아닌 ‘農’에 대한

교육을 가르침

어린이 청소년

農의 교육 확대

유휴지 발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유휴지를 발굴하고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

지하철 복개공간

활용시민농원개설

시민농업 개설
NPO법인, 시민단체, 개인이 시민농원을

개설토록 지원

시민단체 주도적

개설

전문가 양성
시민농원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시민농원 지원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자원봉사문화

재배방식
지역 및 환경에 따른 다양한 재배법, 친

환경농법 권유

농촌농업과

관계

시민농원 활동으로 국산농산물의 이해도

가 증진되어 수입농산물 기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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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제1절 비시장재화로서 경제적가치 분석의 필요성

도시텃밭정원은 비시장재화이며 환경적 편익을 갖는지, 그래서 비시장재

로서 경제적 가치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농업과 관계가 높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생산으로 상품화

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OECD, 2001).

앞서 도시농업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 볼 때, 도시텃밭정원은 도시 공간에서

생산적 여가활동 뿐 만 아니라, 도시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해 주는 환경적

경관적 요소 등 다원적 가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텃밭정원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뿐 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같이 유무형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하나인 환경재로 볼 수 있다.

환경재가 제공하는 편익은 크게 사용가치(use value)화 존재가치

(existence value)가 있는데 사용가치에는 직접가치인 여가활동이 있고,

간접사용가치에는 경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있다(권오상, 2007).

도시텃밭정원은 식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농업체험 활동에 의해

직접적인 여가활동이 포함되고, 도시텃밭정원의 존재로 인해 인근 주민 등

비참여자에게 주는 경관적 가치와 자연환경의 생태적가치가 존재한다.

도시텃밭정원의 가치는 도시텃밭정원의 확대라는 측면과 도시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도시텃밭정원이라는 환경재

의 사회적 편익을 이용가치와 보존가치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경제학에서 가치(Value)의 의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 또는 각 개인의 후생 또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재의 경제적가치란 환경자원의 생태적 기능과 서비스가 인

간의 후생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Free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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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방법은 현시선

호방식(Revealed Preference)과 진술선호방식(Stated Preference)을 구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시선호방식에는 휴양가치, 경관가치를 적용대상을 하는 휴양수요모형

(recreational demand models)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행비용접근법

(TCM)이 있다. 한편 진술선호방식에는 모든 종류의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정원의 비시장재화로서의 가치평가방법으로

사후적 후생측정으로 간접적 이용가치, 즉 도시텃밭정원의 각종 시설

이용의 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관점에서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 TCM)을 사용한다. 반면 도시텃밭정원을 가상적 시장으로 설

정하여 현재의 활동의 결과로써 예측된 미래의 후생정도, 즉 비이용가치를

포함하는 보상변화측정은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도시텃밭정원과 같은 환경재의 편익(Benefit) 또는 후생 측정의

이론적 배경을 마샬리안 소비자잉여(Marshallian Consumer Surplus)와

힉시안 동등변화(Hicksian Equivalent Variation)로 접근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촌의 연결자로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

적 기능 등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원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비시장재화로서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도시농업은 개념도 다양하고 가치평가의 대

상이 모호하다.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가치평가의 대상을 도시텃밭정원으로

제2장 3절에서 대상의 범위와 개념을 규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 도시텃밭정원은 기존 도시공원의 경관적 요소에 더해 텃밭정원이

라는 체험적 요소가 추가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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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이 되는 도시텃밭정원(도시농업공원을 포함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도시공원에 비해 조성비용이 저렴하다. 둘째,

조성 이후 운영유지비용도 저렴하며 재원은 텃밭 이용자들이 부담한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제공된다. 지역주민들의 소

통의 공간으로 텃밭이 중요한 커뮤니티형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 도시외곽에 조

성된 텃밭에 비해 도시공원은 도심 속에 있어 접근이 더 쉽기도 하다.

반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 모두가 사용하는 공원에 텃밭분양을 하면

누군가 점유하여 농사짓는 형태를 띠게 되어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농작물이 없는 시기(겨울)에 경관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농사로 인한 폐기물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된 대부분의 공원형 도시텃밭정원은 분양하는 형식의

텃밭운영을 주로하지 않고 있다. 텃밭이더라도 공원적인 요소를 적용해 경관이

좋은 작물을 중심으로 심거나 체험, 교육용 작물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도시텃밭정원은 그런 면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도시농업공원의 개념을 포함한 도시텃밭정원은 텃밭의 기능과 공원(정

원)의 기능을 함께 하는 중간적인 성격이 크다(김인호, 2012). 지금 논의

되는 도시농업공원은 단순히 주말농장방식의 규격화된 텃밭만 늘어놓는 방

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작물을 경관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식재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텃밭정원은 생산기능과 시민들의 참여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원이라는 공간이 융복합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위해서 경작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도시텃밭정원이다.

[그림4-1] 도시공원과 도시농업의 융합(김인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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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도시텃밭정원 활동으로 발생하는 편익

(benefit)은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고 체험을 할 때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도 남게되는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를 의미하며, 환경재 또는

국립공원과 같은 관광지 가치평가기법의 하나인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이광석, 1996).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텃밭정원도 국립공원 등 관광지 또는 위락시설과

같이 일반재화와 달리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시장재화로 분류

할 수 있다. 여행비용법은 도시텃밭정원의 1회 방문시 소요되는 직접적인

금전비용과 시간비용 등 총 비용의 변화에 따라 방문횟수가 얼마만큼 변

화하는가를 모델로 분석하는데 여행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횟수가 감

소함을 기본적으로 가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행비용법은 종속변수에 따라 지역별 여행비용법과 개인별 여행비용법

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중에서 개인별 여행비용법은 개인의 여행횟수(방문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의 주거지로부터 방문지(도시텃밭정원)까지

의 여행비용을 설명변수로써 수요곡선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개개인 마

다 방문하는 도시텃밭정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여행비용법을 사

용하여 도시텃밭정원 방문에 따른 소비자잉여를 추정하고자 한다.

각 개인별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개인별 여행비용, 소득,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변수 등에 대해 회귀 분석(regression)하여 개인별 휴양지 수

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휴양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수요함수 추정 시 사용되는 여행비용에는 입장료와 교통비 등의

금전적 여행비용, 그리고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이 포함된다.(권오상, 2007,

2012)

개인별 여행비용법(individual travel cost method)을 이용하여 도시텃밭

정원에 대한 비시장재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문회수(=)를 종속

변수로, 여행비용(=)과 소득(=),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수요함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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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

where  : 개인가 도시텃밭정원의 연간 방문횟수

 : 개인가 도시텃밭정원의 왕복 방문에 발생하는 1회당

총비용(금전적비용+기회비용)

 : 개인의 연간 가구소득 수준(천원)

 : 개인별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지역구분, 텃밭정원유형)

 : 개인별 사회경제적 특성(학력, 연령, 가족구성원 등)

이어서 추정된 개인별 여행수요함수를 전체 인구에 대해 합산하여 도시

텃밭정원에 대한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도출된 총수요곡

선을 이용하여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여 얻는 편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편익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지역모형처럼 각 개인이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여 얻는 잉여를 계산하여 구한다.

개인별 여행수요는 여행비용과 소득, 그리고 환경질의 함수인데, 여행비용

에는 입장료와 교통비 등의 금전적 여행비용 그리고 이동시간과 휴양지

체류시간의 기회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행에 따른 비용은 체험비용 + 교통비, 식음료비 등의 금전

적 여행비용과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즉 개인의 시간당 임

금을  , 단위거리당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 거주지와 도시텃밭정

원간의 거리를 , 체험비용을 exp , 왕복 여행시간을 이라 할 때 여행

비용은    exp와 같이 계산된다.

도시텃밭정원의 경우, 텃밭임차료와 교육비용은 체험비용에 포함하였고,

식물모종 및 농자재 등 자재구입비를 설문조사하여 포함시켰다.

여행에 대한 시간비용은 대체로 임금수준과 같거나 임금수준의 1/4,

1/2 등 특정비율로 보는 관행이 있는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권오

상, 2010). 해외연구에선 스미스 등(Smith et al., 1983), 복스텔 등

(Bockstall et al., 1987a), 맥코넬(McConnell, 1992) 등이 주요 연구로 여

행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프리만(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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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h. 13)은 실증 분석결과를 보여 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광석

(1996)은 월평균소득의 1/3을 적용하였고, 이상영 등(2004)의 연구에서는

시간비용은 시간당 기회비용에 왕복교통시간을 곱한 것으로 직업별 임금의

1/2, 1/3. 1/4 수분으로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임금수

준과 임금수준의 1/2, 1/4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행비용법의 방문횟수 자료의 특이성이 가지는 몇 가지 논거

(권오상, 2010)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문횟수 자료의 특이성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여행비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방문횟수의 값이 0보다 같

거나 큰 값을 갖기에 토빗(Tobit)모형의 계량분석기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한 횟수가 0 이상의 정수 값을 갖도록 관측되어

확률변수의 분포 자체가 삭제된(truncated) 영역을 가진다는 점을 착안하여

TML(truncated maximum likelihood)의 계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13)

Guy Garrod et al.(1993)은 여행비용법을 활용한 botanical garden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방문경험이 없는 사람(non-user)은 샘플에서 제외하여 분

석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방문횟수가   ≥ 인과 0인 자료를 아래 식과

같이 분리하였다.

  
    if   ≥ 

 if   ≺ 
(식 4-2)

where,  는 독립변수, 는 coefficient, 는 error tern의 Vector

둘째, 본 연구의 방문 장소인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관측 자료에서 평균

방문횟수는 연간 42회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200를 나타낸다. 도시텃밭

정원은 다른 관광지의 특성과 달리, 식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 관리하며,

경관을 즐기기 위해 연간 40회 이상 방문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방문회수(n=529)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14)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국립공원 특성별 연구Ⅱ(권오상 등, 2010)에서도 국립공원 방문횟수와 여행

비용을 추정하는 계량분석기법으로 토빗(T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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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측되는 방문회수의 값이 작고 대부분 0이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방문여부와 방문횟수 결정 문제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관측 자료에서 한 번도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588명 중 59명으로 전체의 10%정도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방문여부(없음=0)에 따라 자료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방문이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넷째, 방문횟수 조사시 0의 횟수를 줄이고자 여행지입구에서 조사를 한다.

이 경우 방문횟수로 0을 응답하는 사람은 없고 조사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방문횟수로 0을 답변하는 가능성은 0이 된다(권오상, 2010). 본 연

구는 도시농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일부는 도시텃밭정원이나 도시농업공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대체로 높다.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의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도시농업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및 도시텃밭정원에 방문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현장조사로 인한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토빗(tobit) 모형의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를 사용한다.

즉 (식 1)에서 방문횟수()가 0 이상인 값을 가지고, 오차항은 정규분

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간방문횟수의 확률밀도함수()를

통하여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계수 추정이 가

능하다.










 




  if  

 

(식 4-3)

14) 방문회수(Visit)변수의 Skewness(왜도)/Kurtosis(첨도) tests for Normality결과

Skewness와 Kurtosis 계수가 각각 0의 값으로 분석되어 좌우 대칭형이고 완전한

정규분포(Symmetrical and Mosokurtic)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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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와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

포함수를 의미한다.

지불의향과 소비자잉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다.

만약 여행비용수요함수(    )가 추정되었다면, 특정 여행비용(′)
에서는 방문횟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지출액(0tc’Bv’)과 소비자잉여

(tc’AB)를 모두 합하면 총지불의사액이 도출된다.

특정 여행비용(′)과 방문횟수(′)를 고려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다음과

같은 적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식 4-4)

만약 여행비용수요함수가 단순한 선형의 관계( 
)로

추정되었다면 소비자 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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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5)

이 경우 총 지불의사액은 지출액과 소비자잉여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총지불의사액소비자잉여지출액
 




′ ′ 

′






′ 


′

(식 4-6)

이 경우 1회 여행(′)에 따른 지불의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회방문당지불의사액









(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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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가상가치평가법(CVM) 중 이중양분선택형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

제시한 가격()을 수용치 않은 응답자에게 처음 제시가격의 1/2가격을

다시 제시하고, 이 가격을 받아들인 응답자에게는 처음 제시가격의 2배

가격을 다시 제시하는 형태이다(권오상, 2007, 2012).

그래서, 이 모형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단순 투표모형보다 더 효율적인

분석모형이 될 수 있다고 한다(권오상, 2007). 첫째, ‘yes-no’나 ‘no-yes’로 응

답한 사람의 경우 지불의사가 이 두 금액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응답결과 자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no-no’ 또는 ‘yes-yes’로 응

답한 경우 지불의사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주지는 않으나 처음 한 번 물을

때에 비해 더 분명한 지불의사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알려준다. 셋째, 동일한

수의 응답자를 조사하여도 응답한 자료는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계량분석에

필요한 관측치 수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권오상, 2007, 2012).

과 를 각각 첫 번째 및 두 번째 제시금액이라 하자. 그렇다면

응답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불의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

할 수 있다.

① ‘yes-yes’ 응답 시  ≧

② ‘yes-no’ 응답 시 ≦  

③ ‘no-yes’ 응답 시    ≧

④ ‘no-no’ 응답 시   

이중투표모형은 다시 추정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카메론과

퀴건(Cameron and Quiggin, 1994)이 도입한 이변량양분선택모형(bivariate

dichotomous choice model)과 하네만 외(Hanemann et al., 1991)의 구간

자료모형(interval data model)으로 나뉜다(권오상, 2007, 2012).

전자의 경우 를 질문횟수라 하고 를 응답자라고 할 때 같은 응답자

라도 몇 번째 질문이냐에 따라 지불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지불

의사함수를  와 같이 설정한다. 응답자가 ‘yes-no’라고

대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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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yes, no) = Pr(  ≧ ,    ) (식 4-8)

나머지 세 가지의 응답유형이 나타날 확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를 ‘yes-yes’의 응답일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도록

하고,   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면 번째 응답자의 우도함

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       ×Pr      ≧

 × Pr          ×Pr   

   ≧  (식 4-9)

여기서 확률변수 과 가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며 상관

계수  


 



를 가지는 이변량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다룬다고 하고 그 누적분포함수를 로 표현하자. 그렇다

면 (식 16-6)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고, 각 응답자의 응

답으로부터 구성되는 이러한 우도함수를 모두 곱한 전체 우도함수를 극

대화하는 , , 를 추정해 낸다.

Pr             

  


  
 (식4-10)

Pr        ≧   

  


 
 

Pr  ≧         

  


  
 

Pr        ≧   

 


  
 

이 모형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과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서로 다른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매우 일반

화된 분석모형이지만 실제로 두 응답에서의 지불의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다르게 추정되면 어느 것을 선택할 지가 문제가 된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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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모형에서는     로 동일하고, 확률변수 역시     로 동일

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yes-yes’ 응답의

경우   이므로 Pr       ≧    Pr  ≧ 와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고, ‘no-no’ 응답의 경우   이므로

Pr           Pr     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결국 번째 응답자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Pr   ≧  
 ×Pr  ≧ 

× Pr      ×Pr    ≧   
 (식4-11)

확률변수 가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식4-1)을

추정 가능한 우도함수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   ≧

     

 
 

  
와 같이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응답유형도 분포함수를 이용해 우도함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하네만

외가 취한 방법처럼 확률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닌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모형(dichotomous answer)에서   는 개인별로

랜덤하게 변하는 것을 가정시     (where,  : 설명변

수의 벡터,  : 추정계수 그리고  오차항)에서 WTP를 추정시 바로 계수

를 추정할 수 있고, WTP는 단순히  ′로 계측된다.15)

본 연구에서는 가상가치평가법(CVM)에 의해 도시텃밭정원의 가치평

가를 위해 설문조사표를 아래 <그림 4-2>과 같이 설계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농업공원 또는 도시텃밭정원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귀하

가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도시텃밭정원은

15) Alejandro Lopez-Feldman(2013)는 Introduction to contingent valuation

using stata, MPRA에서 위의 doubleb 명령에 의한 double bounded cvm

분석과 wtp산출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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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기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도시텃밭정원은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세

금을 향후 얼마나 비용을 부담(1년에 1회)하실 수 있는지 질의한다.

○ 도시텃밭정원은 농업체험의 도시텃밭과 정원의 성격이 있는 농업공원의 결

합으로 생성된 도시농업 자원으로 경관적 요소(보고 즐기는)와 체험적 요

소(텃밭가꾸기)가 공존하는 형태의 도시농업 유형입니다.

○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텃밭정원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비

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귀하가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도시텃밭정원은 조성되기 어

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도시텃밭정원은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귀하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을 향후 얼마나 비용을 부담(1년에

1회)하실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림 4-2 > CVM에 의한 도시텃밭정원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도시텃밭정원 조성 시 세금으로 지불하실 의사 및 금액은 사전에 예비

조사를 통해 금액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등 6개의 제시금액을 선정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직접 제시금액을 조사대상자에게 질의한다. 조사

대상자가 첫 번째 금액에 ‘예’를 하면 첫 번째 금액의 두 배 금액을 제시

하고 ‘아니오’를 하면 1/2 금액을 제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지불의사금액을

두 번에 걸쳐 질의를 한다. 6개의 제시금액을 설문지를 달리하여 조사대

상자에게 랜덤하게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시 금액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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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현황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전국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588명이 응답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특성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4-1>와 같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남성 191명(32.5%), 여성 397명(67.5%)이엇고,

연령별로 20대 10명(1.7%), 30대 35명(6.0%), 40대 170명(28.9%), 50명

273명(46.4%), 60대 이상 100명(17.0%)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중졸 이하 3명(0.5%), 고졸 123명(20.9%), 전문대졸 76명

(12.9%), 대졸 315명(53.6%), 대학원졸 71명(12.1%)으로 대졸이상이가장많았다.

응답자의 가족연간소득수준은 2천만 원 미만 39명(6.6%), 2∼3천만 원 미만

72명(12.3%), 3∼4천만 원 미만 106명(18.0%), 4∼5천만 원 미만 106명(18.0%),

5∼6천만 원 미만 87명(14.8%), 6천만 원 158명(30.9%)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91 32.5

여성 397 67.5

연령

20대 10 1.7

30대 35 6.0

40대 170 28.9

50대 273 46.4

60대 100 17.0

학력

중졸 이하 3 0.5

고졸 123 20.9

전문대졸 76 12.9

대졸 315 53.6

대학원졸 이상 71 12.1

가족

연간

소득

수준

2천만 원 미만 39 6.6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72 12.3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106 18.0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106 18.0

5천만 원∼6천만 원 미만 87 14.8

6천만 원 17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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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1명 11 1.87

2명 76 12.93

3명 133 22.62

4명 284 48.30

5명 이상 84 14.29

합계 588 100.00

도시텃밭정원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Willingness To Pay :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변수는

<표 4-2>와 같다. 우선, 가상가치평가법(CVM)에 적용할 변수로 bid1과

bid2는 각각 도시텃밭정원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금액과 두 번째 제시금액이다. 그리고 answer1과 answer2는 제시

금액에 대한 각각의 응답으로 yes일 경우 1, no일 경우 0으로 설정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찾고 체험하는 도시텃밭정원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를 몇가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

(Dummy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먼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구분으로

region1a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거대도시(인구 1백만명 이상), region1b는

대도시, region1c는 중소도시로 각각 구분하였다. 또 하나의 지역구분으로

region2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으로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도시들이 포함되고 비수도권은 그 밖의 도시들이 포함되었다.

expr는 조사응답자의 도시텃밭정원 활동의 경험유무에 따른 더미변수로

없는 경우 0이고, career 도시농업활동 경력이 없을 경우 0에서 경력이 3

년 이상은 최대 5점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여행비용법(TCM)의 종속변수인 Visit은 조사응답자의 도시텃밭정원

연간 방문회수이다. garden은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로 도시농업법에서

정의한 도시텃밭정원 4가지 유형에 따라 garden1(주택형), garden2(근린

생활권형), garden3(농장·공원형) 그리고 garden4(기타·농촌형)이다.

cost는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1회 방문당

비용으로 왕복교통비, 텃밭활동에 소요되는 식물모종, 농자재, 농기구 등

재료비, 텃밭 임차료, 그리고 식음료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된 직접비용과

도시텃밭정원 방문 및 체험에 따른 소득의 기회비용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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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은 조사응답자의 소득액을 근로기준시간(48시간×52주)로 나누어

개인별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여기에 왕복방문시간을 곱하여 여행의

기회비용16)으로 적용하였다. 그 밖에 응답자 개인특성변수로 gender(성별),

age(연령), school(학력), income(연평균 가족의 소득수준), family(가족구

성원) 등을 포함시켰다. 도시텃밭정원에서의 텃밭농사 체험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된 변수의 설정과 분석 결과는 <표4-3>과 같다.

<표 4-2> 적용된 변수의 정의 및 설명

변수명 변수의 정의

bid1 첫 번째 제시금액(원)

bid2 두 번째 제시금액(원)

answer1 첫 번째 제시금액에 지불의사가 있으면 1, 없으면 0

answer2 두 번째 제시금액에 지불의사가 있으면 1, 없으면 0

region1a 텃밭정원이 위치한 지역구분 : 거대도시이면 1, 아니면 0

region1b 텃밭정원이 위치한 지역구분 : 대도시이면 1, 아니면 0

region1c 텃밭정원이 위치한 지역구분 : 중소도시이면 1, 아니면 0

region2 텃밭정원이 위치한 지역구분 : 수도권 1, 비수도권 0

career 도시농업 활동 유무(없음=0 ～ 3년이상=5)

expr 텃밭활동 경험(없음=0, 있음=1)

visit 방문 횟수(연간), 여행비용법(TCM)에서 종속변수

garden1 방문하는 텃밭정원의 유형이 주택형이면 1, 아니면 0

garden2 방문하는 텃밭정원의 유형이 근린생활권형이면 1, 아니면 0

garden3 방문하는 텃밭정원의 유형이 농장·공원형이면 1, 아니면 0

garden4 방문하는 텃밭정원의 유형이 기타·농촌형이면 1, 아니면 0

costw 여행소요경비(원/1회 방문)+여행에 따른 기회비용

gender 성별(남성=1, 여성=2)

age 연령대(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school 학력(중졸=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대학원=5)

income 가구당 소득수준(천원/연)

family 가족구성원(1명미만=1, 2명=2, 3명=3, 4명=4, 5명 이상=5)

16) 시간당 임금을 그대로 기회비용으로 하는 것과, 그 금액의 1/4과 1/2한 금액을 각각 적용 분
석한 후 CVM의 결과와 비교하여, 최종 1/2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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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의한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표 4-3>와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제시금액 bid1의 평균은 16802.72원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제시

금액의 평균치는 27240.65이었다. 여행소요경비는 평균 18055.94원으로

여행에 따른 임금수준의 기회비용에 1/2를 적용한 금액이다. 평균 방문

횟수는 42회이었고, 성별은 1.67로 여성응답자가 많았다. 연간 가구당 소득

수준은 46,301천원이었고, 연령대는 4.7로 40～50대가 주를 이룬 것

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개요 (N=58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bid1 첫 번째 제시금액 16802.72 8567.71 5000 30000

bid2 두 번째 제시금액 27240.65 18105.16 2500 60000

answer1 지불의사 yes=1, no=0 .7670068 .4230979 0 1

answer2 지불의사 yes=1, no=0 .4914966 .5003533 0 1

region1a 지역구분 1(거대도시) .4064626 .491591 0 1

region1b 지역구분 1(대도시) .2210884 .4153333 0 1

region1c 지역구분 1(중소도시) .372449 .4838687 0 1

region2 지역구분 2(수도권=1) .7210884 .4488458 0 1

career 도시농업 경력(1～5점) 3.409864 1.451207 1 5

expr 방문경험유무(없음=0) .8996599 .3007088 0 1

visit 방문 횟수(연간) 42.27721 33.68943 0 200

garden1 텃밭정원(주택형) .085034 .2791698 0 1

garden2 텃밭정원(근린생활권형) .1139456 .3180157 0 1

garden3 텃밭정원(농장·공원형) .5646259 .4962281 0 1

garden4 텃밭정원(기타·농촌형) .1360544 .3431383 0 1

costw_h 여행소요경비(원/회) 18055.94 13781.38 0 89826

gender 성별(남=1, 여=2) 1.67517 .46871 1 2

age 연령대 4.710884 .8763895 2 6

school 학력 3.557823 .9688804 1 5

income 가구당 소득(천원/연) 46301.02 16151.42 15000 65000

family 가족구성원 3.602041 .947405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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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응답자 소속 지역의 도시텃밭 참여자수와 가구수 현황은 <표 4-4>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지역은 총 19개 도시로 수도권이 12 ,

비수도권이 7개 지역이었다. 주택활용형 등 각 유형별로 참여자수와 해당

지역의 가구수를 정리함으로써 추정된 지불의사금액(WTP)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과 분야의 도시농업의 경제적가치 평가액을 산출하는데 사용코자 하였다.

<표 4-4 > 조사응답자 소속 지역의 도시텃밭 참여자수와 가구수 현황

구

분
시군

도시텃밭정원 참여자수(명)
전체

가구수(호)전체 주택
활용형

근린
생활권

농장형
공원형

기타텃밭

수
도
권

(12)

서울특별시 541,753 57,792 30,733 34,648 9,782 3,784,490

인천광역시 42,819 2,340 9,300 9,110 230 1,045,417

수원시 102,200 16,100 20,000 53,500 300 427,554

고양시 78,165 48,975 23,780 3,610 0 351,477

화성시 35,984 250 25,000 0 0 201,983

안산시 30,022 8,500 1,500 12,976 0 258,519

안양시 4,181 26 950 115 1,866 205,482

성남시 11,120 3,120 0 8,000 0 355,499

평택시 137,076 34,500 7,700 0 0 164,197

김포시 92,995 0 9,700 1,700 0 118,224

시흥시 17,259 3,000 11,894 70 0 144,569

의정부시 40,500 0 1,000 0 500 154,558

합계 1,134,074 174,603 141,557 123,729 12,678 7,211,969

비
수
도
권

(7)

부산광역시 63,526 6,210 2,018 3,200 1,791 1,335,900

대구광역시 188,315 16,843 134,040 4,500 5,200 928,528

광주광역시 48,432 3,081 3,861 2,895 124 567,157

충청남도 152,332 271 7,990 7,500 6,451 601,856

전라북도 121,444 744 3,098 1,140 2,598 717,311

전라남도 508,826 18,234 9,430 4,860 324 720,612

경상남도 247,421 658 6,605 870 267 1,258,487

합 계 1,330,296 46,041 167,042 24,965 16,755 6,129,851

총 합계 2,464,370 220,644 308,599 148,694 29,433 13,341,820

※ 자료 : ‘17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자료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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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비용접근법(TCM)에 의한 도시텃밭정원 지불의사금액 추정

여행비용법(TCM) 중 개인여행비용법(Individual Travel Cost Method)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정원이 제공하는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성상 개인별로 다른 목적지인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여행자들의 수요함

수를 추정하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도시텃밭정원의 방문횟수(여행횟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도시텃밭정원

방문 및 체험에 소요되는 여행비용, 도시텃밭정원의 경험 유무 그리고

가구당 소득수준, 성별, 연령대 등 개인별 특성변수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개인별 방문하는 도시텃밭정원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여행수요

함수가 다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텃밭정원이 위치한 도시특성을

인구수에 따른 도시구분 : 거대도시(region1a), 대도시(region1b), 중소도시

(region1c)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시구분 변수(region2), 그리고 도시

텃밭정원의 네가지 유형(garden)을 더미변수로 포함시켰다. 종속변수인

도시텃밭정원의 방문횟수(여행횟수)가 1 이상인 자료특성을 고려하여 절

단회귀분석모형(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1)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 유무에 따른 추정결과

도시텃밭정원의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도시텃밭정원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여행수요를 추정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17)

여행비용(costw_h)은 여타 연구결과 같이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도시텃밭정원으로의 방문횟수가 감소

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정원의 지역구분 특성변수인 region1a(거대도시)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하고, 거대도시에 위치한 응답자는 도시텃밭정원의 방문횟

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17) 도시텃밭정원 방문 경험이 없는 sample은 방문횟수, 여행비용의 자료가 0으로

분석 자체가 안 되었고,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이 있는 sample의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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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을 나타내는 지역변수 region2는 5%이내에서 유의하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방문회수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도시텃밭정원 유형인 더미변수 garden은 주택형, 근린생활권형, 농장․

공원형, 기타농촌형 등 4개 유형이 있는데, 근린생활권형(garden2)과 농장․

공원형(garden3)이 유의수준 1%이내에서 모두 유의하고, 근린생활권형과

농장․공원형은 주택활용형에 비해 방문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활동 경력(career)이 많을수록 방문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유의수준 1%이내에서 유의하고, 연령대(age)는 10%이내에서 유의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방문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표4-5>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여행수요 추정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z값 P>|z|

costw_h -.0025812 .0002715 -9.51 0.000

region1a 8.297199 3.884541 2.14 0.033

region1b -2.542217 4.766963 -0.53 0.594

region2 8.451395 4.096528 2.06 0.039

career 10.89003 1.456867 7.47 0.000

garden1 -13.86841 9.270326 -1.50 0.135

garden2 -28.73501 8.470051 -3.39 0.001

garden3 -27.24084 6.526797 -4.17 0.000

gender -4.976325 3.611707 -1.38 0.168

age -3.372605 2.003397 -1.68 0.092

school .1781031 1.76985 0.10 0.920

income .0000324 .0001147 0.28 0.777

family -1.65122 1.906238 -0.87 0.386

_cons 87.83453 18.0801 4.86 0.000

/sigma 30.88887 1.428111 21.63 0.000

*　Truncated regression

Limit : lower = 0 Number of obs = 529

upper = +inf Wald chi2(13) = 196.01

Log pseudolikelihood = -2385.9691 Prob > chi2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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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시텃밭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자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1회 방문에 따른 1인당 소비자잉여는 앞에서

정리하였듯이, 회방문당지불의사액









이므로, 도시텃밭

정원 방문에 따른 WTP는 <표 4-6>와 같이 33,976원으로 계산되었다.

소비자잉여를 산정함에 있어 도시텃밭정원의 여행비용에 포함된 기회비

용의 금액을 1/2수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CVM으로 산출한 지불의사

금액보다 높고 임금수준 원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었다.

<표 4-6> 도시텃밭정원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자잉여(WTP)

구분 소비자잉여(원) Std. Err. z P>|z|

도시텃밭방문경험이있는경우 33,976 6924.6 4.91 0.000

한편, 개인의 여행에 따른 소득 기회비용을 원안, 1/2, 1/4 수준으로 각각 설

정하여 총비용에 포함한 후 CVM과 TCM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기회

비용 수준을 선택코자 하였다(Cesario, 1976 : Smith et al, 1983 : 이상영

등, 2004). 이론적으로 CVM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이 TCM보다 작다는 점

을 고려하여, 각 수준별로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4-7>에서 살펴보면

기회비용의 1/2수준에서 CVM의 지불의사금액이 TCM보다 작고, 원안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이후 기회비용 수준을 1/2로 정하였다.

<표 4-7> 기회비용 수준별 적용에 따른 TCM의 지불의사금액과 CVM 비교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 CVM
TCM – 기회비용(원)

원안 1/2 수준 1/4 수준

모든 변수 적용 31,190 43,071 33,976 29,778

지역변수1(거대도시) 30,947 43,049 33,953 29,751

지역변수2(대도시) 27,460 43,045 33,948 29,746

지역변수2(수도권) 32,392 43,051 33,955 29,753

텃밭정원 1(주택형) 28,403 43,044 33,948 29,746

텃밭정원 2(근린생활권) 29,078 43,042 33,945 29,743

텃밭정원 3(농장공원형) 29,375 43,026 33,932 29,733

텃밭정원 4(기타형) n/s 43,045 33,949 2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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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텃밭정원의 지역특성 및 유형에 따른 추정결과

개인별 방문하는 도시텃밭정원이 다르기에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여행수요함

수도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도시텃밭정원이 위치한 도시특성을 인구수에

따른 도시구분(region1), 수도권․비수도권 변수(region2), 그리고 도시텃밭정

원 유형(garden)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여행비용(cost)은 음(-)의 부호를 가져 비용이 많을수록 방문회수가 감소

하는 것으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도시텃밭정원의 지역특성에 따른 여행수요 분석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z값 P>|z|

costw_h -.0025812 .0002715 -9.51 0.000

region1a 8.297199 3.884541 2.14 0.033

region1b -2.542217 4.766963 -0.53 0.594

region2 8.451395 4.096528 2.06 0.039

career 10.89003 1.456867 7.47 0.000

garden1 -13.86841 9.270326 -1.50 0.135

garden2 -28.73501 8.470051 -3.39 0.001

garden3 -27.24084 6.526797 -4.17 0.000

gender -4.976325 3.611707 -1.38 0.168

age -3.372605 2.003397 -1.68 0.092

school .1781031 1.76985 0.10 0.920

income .0000324 .0001147 0.28 0.777

family -1.65122 1.906238 -0.87 0.386

_cons 87.83453 18.0801 4.86 0.000

/sigma 30.88887 1.428111 21.63 0.000

*　Truncated regression
Limit : lower = 0 Number of obs = 529

upper = +inf Wald chi2(13) = 196.01
Log pseudolikelihood = -2385.9691 Prob > chi2 = 0.0000

지역변수(region1a)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거대도시로

갈수록 방문횟수가 증가하고, 지역변수(region2)도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수도권일 수로 방문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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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정원 유형변수는 인근형(garden2)과 농장․공원형(garden3)이

유의수준 1%이내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택형에 비해 방

문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토대로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별 소비자잉여를

계산하였다. 1회 방문시 지불의사액 
에 더하여 각 도시텃밭

정원 특성변수별 추정한 각 변수의 계수와 그 변수의 평균값을 곱한 것을

각각 더하여 산출한 결과 <표 4-9>과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지역변수1이 경우에는 거대도시에서의 소비자잉여가 33,9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변수1(대도시)는 33,948원, 지역변수1(중소도시)는

33,949원으로 산출되었다. 수도권을 나타내는 지역변수2(수도권)는 33,955원

으로 지역변수가 포함되는 소비자잉여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도권에 위치한 거대도시의 도시텃밭정원 일수록

소비자잉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텃밭정원유형을 특성변수로 적용하여 소비자잉여를 각각 산출한 결과,

유형1은 33,948원, 유형2는 33,946원, 유형3은 33,932원, 그리고 유형4는

33,949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는 텃밭정원유형에 의한 소비자잉여가

지역특성 변수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텃밭정원 유형내

에선 유형1인 주택활용형과 유형 4인 기타․농촌형의 WT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별 소비자잉여(WTP) 추정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 소비자잉여(원) 표준편차 z P>|z|

지역변수1(거대도시) 33,953 6926.047 4.90 0.000

지역변수1(대도시) 33,948 33948.61 4.90 0.000

지역변수1(중소도시) 33,949 6926.240 4.90 0.000

지역변수2(수도권) 33,955 6925.618 4.90 0.000

텃밭정원 유형1 33,948 6926.258 4.90 0.000

텃밭정원 유형2 33,946 6926.216 4.90 0.000

텃밭정원 유형3 33,932 6925.946 4.90 0.000

텃밭정원 유형4 33,949 6926.240 4.9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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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텃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변수를 달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표 4-10>와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도시텃밭 경험이 있는 경우의 소비자잉여 33,976

원에 가치평가대상인 해당되는 도시텃밭정원 참여자수 1,598,886명을 곱하면

약 543억원의 연간가치를 산출하였다.

지역변수에 따라 조사지역중 거대도시에 위치한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소비자잉여 33,953원에 도시농업 참여자 중 거대도시에 포함된 884,845명을

곱하면 약 300억원의 가치로 분석된다. 같은 방법으로 대도시는 225억원,

중소도시는 191억원, 수도권의 경우는 385억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도시텃밭정원 유형별로 주택활용형은 소비자잉여 33,948원에 주택형

도시농업 참여자수 220,644명을 곱하여 75억원이 연간가치를 산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근린생활권형 105억원, 농장공원형 50억원, 기타형 10억원 등

연간가치를 비교하면 근린생활형의 연간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0> 여행비용법에 의한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별 소비자잉여

특성변수별 소비자잉여(원) 가치평가대상(명) 연간가치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33,976 1,598,886 543억

지역변수1(거대도시) 33,953 884,845 300억

지역변수1(대도시) 33,948 661,425 225억

지역변수1(중소도시) 33,949 561,606 191억

지역변수2(수도권) 33,955 1,134,074 385억

텃밭정원 유형1(주택형) 33,948 220,644 75억

텃밭정원 유형2(근린생활형) 33,946 308,599 105억

텃밭정원 유형3(농장공원형) 33,932 148,694 50억

텃밭정원 유형4(기타형) 33,949 29,433 10억

※ 국민전체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도시농업공원 이용비율을 우리나라

도시농업공원을 포함한 도시텃밭정원 참여자 수(농림축산식품부 자료, 2017년) :

1,598,886명으로 적용함(이상영 등, 2004의 계산방식을 적용함)

※ 2017년 도시농업육성시행계획에 의하면 도시농업 참여자수는 도시텃밭정원 유형별로

주택활용형(220,644명), 근린생활권형(308,599명), 농장공원형(148,694명), 기타(29,433명)

이었고 전체 참여자수는 1,598,886명으로 이 자료를 활용함

※ 중소도시의 가치평가대상자는 익산시,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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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가치평가법(CVM)에 의한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1)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 확률

도시텃밭정원의 가벽별 지불의사는 다음 <표 4-11>과 같다. 초기 최초

제시금액은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이며,

지불의사에 따라 2 배 또는 1/2 배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확률

bid1-answer1 bid2-answer2

no yes 계 no yes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500원 - - - - - 12 4.0 8 2.8 20

5,000원 20 14.6 90 20.0 110 9 3.0 11 3.8 20

7,500원 - - - - - 16 5.4 9 3.1 25

10,000원 20 14.6 88 19.5 108 44 14.7 69 23.9 113

12,500원 - - - - - 12 4.0 10 3.5 22

15,000원 25 18.2 71 15.7 96 14 4.7 13 4.5 27

20,000원 23 16.8 75 16.6 98 44 14.7 44 15.2 88

25,000원 22 16.1 64 14.2 86 - - - - -

30,000원 27 19.7 63 14.0 90 27 9.0 44 15.2 71

40,000원 - - - - - 41 13.7 34 11.8 75

50,000원 - - - - - 44 14.7 20 6.9 64

60,000원 - - - - - 36 12.0 27 9.3 63

계 137 100.0 451 100.0 588 299 100.0 289 100.0 588

세금을 지불하여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로 ‘휴식 및 힐링’

85명(19%), ‘여가활동 증진’ 58명(13%), ‘공동체 활성화’ 58명(13%), ‘도시경관

미화’ 57명(12.8%), ‘지역환경 개선’ 53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2>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이 도시

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을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40명(61.5%), ‘인근에

유사한 도시텃밭정원(주말농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12명(18.5%),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명(6.2%),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4명(6.2%), ‘이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1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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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세금 지불이유

빈도 퍼센트

도시경관 미화 57 12.8%

생태계 보존 37 8.3%

지역 환경 개선 53 11.9%

신체적 건강 14 3.1%

자존감 및 자기회복력 향상 13 2.9%

여가활동 증진 58 13.0%

공동체 활성화 58 13.0%

안전농산물 생산 51 11.4%

일자리 창출 2 0.4%

지역경제 활성화 2 0.4%

세대 간 유대감 증진 17 3.8%

휴식 및 힐링 85 19.0%

합계 447 100.0%

<표 4-13> 세금 비지불이유

빈도 퍼센트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6.2%

이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1 1.5%

이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4 6.2%

인근에 유사한 도시텃밭정원

(주말농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12 18.5%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4 6.2%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이 도시농업공원

(도시텃밭정원)을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40 61.5%

합계 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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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가치평가법(이중양분선택)에 의한 모형 추정결과

(1) 도시텃밭정원 방문 경험 유무에 따른 추정결과

도시텃밭활동 방문경험이 없는 사람들(sample)의 경우,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이중양분석택질문형 가상가치평가법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

<표 4-14>과 같다.

학력(school)에 대해서만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텃밭 조성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 CVM 모형 추정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z값 P>|z|

Beta

region1a 11923.25 8770.862 1.36 0.174

region1b

region1c -2706.985 8113.654 -0.33 0.739

region2 2369.332 8573.929 0.28 0.782

gender -6651.246 7080.468 -0.94 0.348

age -3806.675 3157.853 -1.21 0.228

school 9782.024 3520.687 2.78 0.005

income .0077358 .1900673 0.04 0.968

family -3373.76 2946.45 -1.15 0.252

_cons 26250.7 25099.48 1.05 0.296

Sigma

_cons 18462.02 2801.395 6.59 0.000

Number of obs = 59 Wald chi2(13) = 16.92
Log likelihood = -773.45566 Prob > chi2 = 0.0309

도시텃밭정원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sample)의 경우,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이중양분석택형(dichotomous choice) 가상가치평가법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4-15>과 같다. 방문횟수에 대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은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남성일수록

지불의사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변수에서는 지역특성1(대도시)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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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텃밭정원에 비해 지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2

(수도권)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수도권으로 갈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CVM 모형 추정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z값 P>|z|
Beta

costw .0082435 .1062748 0.08 0.938

visit 118.7988 44.04911 2.70 0.007

region1a 3941.293 2615.165 1.51 0.132

region1b -9149.706 3129.731 -2.92 0.003

region2 4337.29 2636.636 1.65 0.100

career -484.2768 963.8821 -0.50 0.615

garden1 -9415.31 5918.566 -1.59 0.112

garden2 -1701.02 5242.577 -0.32 0.746

garden3 131.1272 4032.306 0.03 0.974

gender -10132.42 2474.799 -4.09 0.000

age -307.3188 1345.557 -0.23 0.819

school -2158.762 1193.591 -1.81 0.071

income -.0387201 .0774319 -0.50 0.617

family 1286.932 1245.16 1.03 0.301

_cons 48573.59 12083.22 4.02 0.000

Sigma

_cons 22133.47 1062.565 20.83 0.000

Number of obs = 529 Wald chi2(15) = 48.90

Log likelihood = -688.11706 Prob > chi2 = 0.0000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토대로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WTP를 계산할 수 있다. WTP는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적용한 각 변수의 추정계수와 그 변수의 평균값을 곱한 것을 각각 더하여

<표 4-16>와 같이 산출하였다. 도시텃밭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의 지불

의사금액(WTP)는 24,403원, 그리고 도시텃밭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는

31,190원으로, WTP값이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불의사금액을 더 많이 제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경제적 가

치를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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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도시텃밭정원 세금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특성변수 WTP(원/호) Std. Err. z P>|z|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 없음 24,403 2886.842 8.45 0.000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 있음 31,190 1133.936 27.51 0.000

(2) 도시텃밭정원의 지역특성 및 유형에 따른 추정결과

개인별 방문하는 도시텃밭정원이 다르기에 도시텃밭정원이 위치한 지역

특성과 도시텃밭정원 유형(garden)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방문횟수(visit)는 양(+)의 부호를 가져 도시텃밭정원의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도시텃밭정원 지역특성 및 유형에 따른 모형 추정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z값 P>|z|
Beta

costw -.0986619 .0988081 -1.00 0.318

region1a 4041.786 2510.468 1.61 0.107

region1b -7108.023 2940.663 -2.42 0.016

region2 4030.267 2563.294 1.57 0.116

career 510.4023 908.8496 0.56 0.574

garden1 -328.1113 5594.994 -0.06 0.953

garden2 5160.81 5328.358 0.97 0.333

garden3 6416.431 4978.254 1.29 0.197

garden4 8103.708 6827.073 1.19 0.235

gender -10065.1 2367.829 -4.25 0.000

age -1118.4 1262.471 -0.89 0.376

school -1130.325 1147.095 -0.99 0.324

income -.0376871 .0732028 -0.51 0.607

family 527.6301 1165.826 0.45 0.651

_cons 48648.22 10857.78 4.48 0.000

Sigma

_cons 22411.83 1026.04 21.84 0.000

Number of obs = 588 Wald chi2(15) = 40.93

Log likelihood = -777.24146 Prob > chi2 =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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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변수 중 region1b(대도시)는 음(-)의 부호로 거대도시에 비해 대도시로

갈수록 지불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정원 유형(garden)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arden1(주택활용형)은 음(-)의 부호를 가져 주택형

일수록 지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gender)는 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여성일수록 지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텃밭정원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와 경제적 가치평가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토대로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별 지불의사금

액을 계산하였다. WTP는 도시텃밭정원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적용한

각 변수의 추정계수와 그 변수의 평균값을 곱한 것을 각각 더하여 <표

4-18>와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모든 변수를 적용한 경우의 지불의사금액(WTP)는 29,370원으로

<표 4-18>에서 산출한 금액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변수1(거대도시)는

23,853원, 지역변수1(대도시)는 20,638원, 지역변수2(수도권)는 25,116원으로

각각 산출되어, 거대도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지불

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텃밭정원 유형을 특성변수로 적용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을 각

각 산출한 결과, 유형1(주택활용형)은 22,182원, 유형2(근린생활권형)는

22,798원 유형3(농장 공원형)은 25,833원, 그리고 유형4(기타 농촌형)는

23,312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도시텃밭정원 유형에 의해 추정된 지불의사금액(WTP)은 유형3인 농장․

공원형의 WTP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활용형의 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장 공원형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거지의 인근에서

경관과 텃밭이 잘 조성된 도시텃밭정원을 접하고자 하는 수요도가 다른

유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 추정된다. 대체로 추정된 WTP값은

<표 4-3>의 첫 번째 제시금액의 평균값 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응답자들이 도시농업 교육생과 도시텃밭정원 참여자들이 대체로 많아 도시

텃밭정원 확대 조성에 대한 세금 지불의사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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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 WTP(원/호) 표준편차 z P>|z|

모든변수를 적용한 경우 29,370 1133.936 27.51 0.000

지역변수1a(거대도시)인 경우 23,853 3907.783 7.92 0.000

지역변수1b(대도시)인 경우 20,638 4096.845 6.70 0.000

지역변수2(수도권)인 경우 25,116 3942.532 8.22 0.000

텃밭정원 유형1인 경우 22,182 3810.855 7.45 0.000

텃밭정원 유형2인 경우 22,798 3738.178 7.78 0.000

텃밭정원 유형3인 경우 25,833 2679.613 10.96 0.000

텃밭정원 유형4인 경우 23,312 4649.122 5.01 0.000

도시텃밭정원의 특성변수를 달리하여 CVM으로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에 해당

가구수를 곱하여 경제적 가치평가금액을 <표 4-19>와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모든변수를 적용한 경우 지불의사금액 29,370원에 가치평가대상인

조사대상지역의 가구수 10,896,590호을 곱하면 약 3,200억 원이 계산되었다.

지역변수에 따라 조사지역중 거대도시에 위치한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지불

의사금액 23,853원에 조사지역중 대도시에 포함된 가구수 2,337,880호를

곱하면 약 558억 원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같은 방법으로 대도시는 185억 원,

수도권인 경우는 92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4-19> CVM에 의한 도시텃밭정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금액 추정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 WTP(원/호) 적용가구(호)18) 평가금액

모든변수를 적용한 경우 29,370 10,896,590 3,200억원

지역변수1a(거대도시)인 경우 23,853 2,337,880 558억원

지역변수1b(대도시)인 경우 20,638 897,218 185억원

지역변수2(수도권)인 경우 25,116 3,684,621 925억원

텃밭정원 유형1(주택형)인 경우 22,182 1,949,102 432억원

텃밭정원 유형2(근린생활형)경우 22,798 2,725,918 621억원

텃밭정원유형3(농장공원형)인경우 25,833 1,313,525 339억원

18) 지역변수(대도시, 중소도시, 비수도권)의 조사지역의 가구수를 합산하여 적용함

텃밭정원 유형변수에 적용한 가구수는 주택형(13.8%), 인근형(19.3%), 농장공원형

(9.3%), 기타(1.8%)의 비율을 조사대상지역 전체 가구수에 비례하는 만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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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정원의 유형별 분석 결과, 주택활용형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

금액 22,182원에 해당 유형의 적용가구수 1,949,102호를 곱하면 432억원이

연간가치로 산출된다. 같은 방법으로 근린생활권형은 621억 원, 농장공원형

339억 원 등 각 유형의 경제적 가치평가 금액을 산출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CVM)과 여행비용법(TCM)을 종합하여 도시텃밭정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한 금액을 <표4-20>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WTP값은 최소 20,638원～최대

29,370원인 반면, 여행비용법(TCM)에 의한 WTP값은 최소 33,953원～최대

33,976원으로 여행비용법(TCM)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이 가상가치평가법

(CVM)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행비용법(TCM)은 실제 사용가치(User

value)를 추정하고 가상가치평가법(CVM)은 비사용가치(Non-user value)를

추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며, 이론적으로도 유효한 결과로 나타났다.19)

그러나, CVM에 의해 산출된 가치평가금액은 해당된 가구수를 적용하여

특성변수에 따라 최소 339억원에서 최대 92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반면,

여행비용법(TCM)의해 산출된 가치평가금액은 관련 도시농업 참여자수를

적용한 결과 특성변수에 따라 최소 75억원에서 최대 300억 원 이었다.

<표4-20> 도시텃밭정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금액 비교

도시텃밭정원

특성변수

CVM(가상가치평가) TCM(여행비용법)

WTP(원) 가치평가금액 WTP(원) 가치평가금액

모든 변수 적용 29,370 3,200억 원 33,976 543억 원

지역변수1(거대도시) 23,853 558억 원 33,953 300억 원

지역변수2(대도시) 20,638 185억 원 33,948 225억 원

지역변수2(수도권) 25,116 925억 원 33,949 191억 원

텃밭정원 1(주택형) 22,182 432억 원 33,955 385억 원

텃밭정원 2(근린생활권) 22,798 621억 원 33,948 75억 원

텃밭정원 3(농장공원형) 25,833 339억 원 33,946 105억 원

19) 여행비용법(TCM)과 가상가치평가법(CVM)에서는 계측하는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값에
차이가 발생한다. TCM은 현장의 실제 사용자 자료(User value)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하다고 가정한 마샬 비보상수요곡선에서 마샬소비자잉여(Marshallian Consumer Surplus)를 계측
한다. 한편, CVM은 가상시장을 대상으로 가상 자료(Non-user value)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힉시안 보상수요곡선에서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또는 등가잉여
(Equivalent surplus)로 분류되는 소비자잉여를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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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과 CVM의 두 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이 이뤄졌는데,

Sorg & Nelson(1987)은 CVM은 주어진 환경 자원에 대하여 이용자와

비용자 모두로부터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비용가치를 평가할 서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왔다(carson et. al., 1993).

일부 연구(cameron, 1992)에서는 관광(휴양)자원의 가치는 TCM으로

측정하는 이용가치와 CVM으로 측정하는 보존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론의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도시텃밭정원은 다른 휴양(관광)자원과는 다른 특성이 많아 결합

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는 유용하지 않으며 결합

하지 않고 서로 비교코자 하였다.

4.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지불의사금액 비교 분석

선행연구의 도시농업공원 등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및

경제적 가치평가와 본 논문에서 추정한 결과를 <표4-21>과 같이 비교하였다.

먼저, 허주녕 등(2013)은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선호와 가치 평가

에서 도시농업공원이 가치는 속성을 텃밭분양수, 학습체험장, 여가휴식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형 실험(CE)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도시농업공원에 조성될 다양한 시설(속성)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은

27,894원을 추정하였고,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지불의사액에 2013년 서울가구수 356만 8천호를 곱하여 1,018억

원을 산출하였다.

임청룡 등 (2014) 대구 도시농업공원 농업체험에 대한 적정 체험금액

분석에서는 CVM(가상가치평가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대구도시농업공원 농업체험의 평균 지불의사 금액

은 6,260원∼15,880원으로 도출하였다. 수입극대화 체험비용을 25,000원으

로 결정하여 년간 예상수입으로 117.4억원을 산출하였다.

두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비교하면, 두 연구 모두 분석 대상을 도시농업공원

으로 한정 하였고, 대상지역이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광역시로 각각 한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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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연구는 조사지역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5대 특광역시와

대도시(7개) 및 중소도시(7개) 등 전국적으로 19개 시도에서 조사하였고

588명의 유효한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선행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만을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연간가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TCM)과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함께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고 두 방

법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잉여의 이론적 배경을 실증

자료(empirical data)로 입증하였다.

지불수단은 선행연구에서는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에서의 체험비용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경우 가상

가치평가법(CVM)에서는 도시텃밭정원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한 세금(1회),

여행비용법(TCM)은 실제 도시텃밭정원의 방문 및 체험에 따른 직접비용

에 여행에 따른 소득의 기회비용을 합한 도시텃밭정원 방문 및 체험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추정된 WTP값과 소비자잉여를 비교하면, 같은 CVM 분석에서 본 연

구가 타 연구에 비해 특정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 다소 높은 금액

으로 추정되었다. 그 것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장소가 도시농업교육장의

교육생과 도시농업공원의 텃밭활동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응답

자의 특성이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수요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텃밭정원이 가지는 특성변수로 지역변수와 도시

텃밭정원 유형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CVM분석에 의한 과잉 평

가금액의 비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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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1> 도시텃밭정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결과 비교

구분
본 논문

(2017년)

농촌경제연구원

(2012, 2013년)

임청룡 등(경북대)

(2014년)

조사대상

서울 등 5대 특광역시

대도시(7개) 및

중소도시(7개) 등 19개

시도 참여시민 588명

서울 수도권 시민

227명
대구시민 346명

평가대상

도시텃밭정원

(도시농업법에 정의된

도시농업공원 등 4개 유형)

도시농업공원
대구도시농업공원

농업체험

조사장소
도시농업교육장

도시텃밭정원 등

텃밭정원(서초구)

양재농협하나로마트 등
도시농업공원

분석 방법
여행비용법(TCM)

가상가치평가(CVM)
가상가치평가(CVM) 가상가치평가(CVM)

지불수단
실제지불비용(TCM)

조성 세금(CVM)
조성 기금

농업체험 금액

(1회 참여분)

지불의사금액

(원/호)

(CVM)

최소20,638원-최대29,370원

(TCM)

최소33,953원-최대33,976원

27,894원
평균 11,492원

최소6,260∼최대15,880원

적용 대상

(CVM)

조사대상지역의 가구수

최대10,896-최소897천호

(TCM)

조사대상지역의 가구수

최대14,123-최소254천호

서울특별시 가구수

(356만 8천호,

통계청, 2013년)

대구광역시

연간체험인원 추정

469,718명

가치평가액

(CVM)

최소185-최대3,200억원

(TCM)

최소75-최대543억원

1,018억원

(보존 기금평가액)

117.4억원

(연간 예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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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농업 다원적가치의 중요도 평가

제1절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Thomas Saaty교수에 의해 개발된 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하 AHP분석)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

성하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계량화가 곤란한

문제나 애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인간 사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가 지켜진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개발된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이다.(김창길, 2009) 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하 AHP분석)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인간 사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가 지켜진다는 특징에 착안

하여 개발된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이다.(김창길, 2009)

첫 번째,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현상을 그 구성요소별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계층

구조를 설정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현상을 동질성이 있는 부분

으로 구분하, 다시 보다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구조화에 포함시키고 전체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사고한다.

두 번째,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관측한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고, 유사한 사물들을 짝으로 묶어 비

교하며, 짝을 이루는 구성인자 사이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쌍대비교의 원리는 두 대상을 비교할 때 비교대상의 절대적 차이보다는

상대적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판단의 수행에 있어서 쌍대비교의 유

용성을 제시해 준다.

세 번째,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사물이나 생각들을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일관성은 유사한 사물이나 생각들을 동질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묶는 것을 의미하거나, 특정 기준이 있을 경우 생각이나

사물들의 관계의 강약을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AHP가 전제하는 이러한 원리들은 모형의 구축방법론에 구체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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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다. 즉, 계층적 구조를 설정하고, 설정된 구조를 구성하는 평가요소

들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며, 결과가 일관적인지에 관해 검증

함으로써 모형의 구축이 완료된다.

AHP의 분석과정 거쳐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친다(김창길, 2011).

1단계는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로

최종 목표,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기준과 세부 기준, 그리고 선택가

능한 대안으로 분류하고 이를 계층화하는 단계이다. 최상층에는 가장 포

괄적인 의사결정의 목표가 설정되며 다음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최하층은 의사결정대안들이 구성된다.

2단계는 평가 기준 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로 평가

기준과 대체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기준과 대체안의 중요도

평가에는 절대비교 방법과 쌍대비교 방법이 있다. 절대비교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표준을 기억 속에 갖고서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이고 쌍대비교는

공통의 속성에 따라 대안을 서로 비교한다.

본 연구는 AHP 조사표 설계시 쌍대비교 방법을 이용하였다.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는 두 개의 요소를 한 쌍으로 묶어 일대일로 비교

하는 방법으로, 두 요소의 상대평가를 거쳐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Saaty(1982)에 의해 고안된 쌍대비교법(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사용하였고, 쌍대비교 척도는 <표 5-1>와 같다.

<표 5-1> 쌍대비교 척도

척 도 정 의

1 A와 B가 동일한 중요도(Equal)

3 A가 B보다 약간 더 중요(Moderate)

5 A가 B보다 상당히 더 중요(Strong)

7 A가 B보다 매우 더 중요(Very Strong)

9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Extreme)



- 83 -

이 방법은 각 요소에 대하여 일련의 1대 1 비교방식을 통한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결

합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강현수 등, 2008).

3단계는 가중치의 산정(weighting)이다. 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첫째, 전문가들에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을 실시한다. 이때 평가

척도는 Saaty(1995)의 연구결과에 의거 9점 척도를 이용하면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를 확보할 수 있다. 가중치는 문제별 쌍대비교값을 정

방행렬로 배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각 항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설문대상 집단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한지를 알기

위해서 일관성분석을 실시한다. 최대고유치(max)를 구하고, 최대고유치

를 이용하여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구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Saaty(1990)는 고유벡터법이 다른

가중치 산출방법들에 비해 더 우수하고, 쌍대비교시 응답자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쌍대비교를 통한 두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각 수준에서 요소 평가항목의 상대적 가중치를 구한다.

Saaty의 가중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

치를 구하였다. 상대적인 가중치는 각 계층 요소 간의 쌍대비교에서 시

작된다.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계층에서 각 요소에 대하여 요소 가 요

소 에 비하여 얼마나 더 선호되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로 하는 비

교행렬           ⋯ 를 얻을 수 있다.

이때 n 개의 요소들 각각의 가중치를    ⋯라 할 때, 비교

행렬 의 원소 는 요소 I와 요소 j 두 요소 간의 가중치 비율을 의미

하며 따라서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or      ⋯  (식 5-1)

식(1)를 이용하면 쌍대비교행렬은 식(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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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2)

이때 행렬 는   


 주 대각선의 원소(element)의 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행렬 식(3)이 된다.

    







   ⋯ 
   ⋯ 
   ⋯ 
⋮ ⋮ ⋮ ⋯ ⋮
   ⋯ 

(식 5-3)

다음으로 식(3)의 행렬 에 중요도 벡터    ⋯  를 곱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식 5-4)

식(4)를 다시 식(5)     로 변형하면 상기 식은 행렬 의 고

유치(eigen value)와 고유벡터(eigen vector)를 구하는 식과 같다.

여기서 은 의 고유치이고 는 의 고유벡터이며 식(5)에서 행렬 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의 해를 구함으로써 를 알 수 있다.

즉, 특성근(eigen value)     ⋯ 는 가장 큰 근 하나만이 의 값

을 가지고 나머지 근들은 모두 0이며 요소   ⋯ 의 중요도는 특성

방정식의 근 max에 대응하는 특성 벡터(eigen vector)로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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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관성 지수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CR은 설문 응답자의

임의적인 응답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CI 값을 임의의 n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생성된 RI(Random Index)로 나누어 구하며, 이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개의 평가 항목의 중요도 합계가 1이 되도록 추정치의 수치를 환산하

면 각 평가 항목의 중요도가 구해진다.

그러나 쌍대비교행렬에서 응답자가 각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에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는 쌍대비교 행렬 A의 정합성이 낮아 W의

추정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Saaty는

일관성지수( CI,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 CR, Consistency

Ratio)을 이용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일관성지수( CI)는
λ max-N

N-1
에 의해 계측되며, 쌍대비교행렬이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에 0이며, 일관성이 적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일관성

비율( CR)은
CI
R
로 계측되는데 쌍대비교행렬의 CI를 계산하고 일관성

검정시 검정통계량 를 사용하는 대신,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

지수( Randon Index)로 나눈 값이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우선순위결정법을 이용하여 종합화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감도분석은 의사결정문제의 주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값을 변화시키면서 의사결정결과가 그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

가를 검증한다(김창길, ). 필요하다면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응답자에게

비일관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다시 수행도록 하는 환류

과정(feed back)을 통해 의사결정의 비일관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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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과 효과

그동안 대다수의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는

<표5-2>과 같이 활성화 과제의 종합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향후 체계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과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도입 가능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다원적가치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표 5-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출 처 내 용

김태곤 등,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보전 : 생물의 다양성이나 생태보전 기능
공동체형성 :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주민 공동체 기능
교육·문화 : 학교 텃밭 등 체험을 통한 교육·치유 기능
식량공급 : 도농교류나 귀농 등에 의한 농업 진흥 기능

이병준,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

농업적 : 농산물공급, 농업소득발생, 농업생산재 소비 기능
비농업적 : 환경보전 기능, 교육·사회·문화적 기능

김진환, 2010,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기능 : 공동체의 회복
경제적 기능 :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생태적 기능 : 단절된 생태계 순화의 회복

이양주, 조한진,
2012, 정책연구

경제적 : 경영 다각화, 자원과 자산의 보전, 투자경감
사회문화 : 공동체형성, 지역활성화, 교육, 여가활동, 휴양, 사회복지
환경적 : 환경보전, 생산녹지, 방재
식량공급 : 식량안보

이창우, 2012,
서울연구원

환경보전, 재해방재, 공동체형성, 지역경제활성화,
환경교육, 여가활동, 보건휴양, 사회복지

박세준 등, 2014,
대한건축학회 커뮤니티, 교육, 환경적, 건강복지 기능

곽혜란 등, 2016,
한국실과교육학회

사회적 : 교육, 문화, 보건휴양, 사회복지 기능
경제적 : 식량안보, 농업소득창출, 농촌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비용 절감, 관련 산업 발전
생태적 : 도시환경 개선, 방재, 자연환경 보전기능

장준호 등, 2010,
지역사회

경제적 : 자원순환, 노인의 일자리 창출
환경적 : 도시생태계 유지·보전의 역할
사회적 : 단절된 사회를 소통시키고, 식량 안정성 확보

도시농업의 가치와 효과를 언급한 선행연구 내용을 <표 5-3>와 같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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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환경, 건축, 조경, 정책, 그리고 농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가치화 효과를 언급하였다. 대체로 경제적 효과, 자연 및 도시환

경의 보존과 개선 효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개선 효과 등이 많이 언급되었고

해외논문은 사회적 자본형성, 범죄감소, 취약계층 경제적지원 등 도 제시하였다.

<표 5-3> 도시농업에 의한 다양한 가치와 효과

출 처 내 용

김재연 등, 2013,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대분류 : 생태·환경적,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효과

중분류 : 생태환경개선, 심리적안정, 사회관계 증진 등 12개 유형

박인권 등, 2014,

국토연구

Ioan Voicu, 2008

근접 지역에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교통 혼잡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함께 동반하지만 공공텃밭과 일정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가 있음

박태호 등, 2012,

한국조경학회

텃밭 프로그램 운영이 참여자의 상호교제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침

엄기철 등, 2012,

한국토양비료학회

도시농업에 의해 도시열섬 현상 저감 정도와 대기오염 저

감 기능 및 대기 정화 기능을 분석함

이현우 등, 2010,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51㎢의 면적의 도시농업으로 11,66천㎏의 이산

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허주녕 등, 2013,

한국유기농업학회

시민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의 인식 전환으로

도·농교류와 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Sheila Golden,

2013

사회적 : 공동체활성화, 범죄예방, 지역개발, 사회적자본 형성,

청소년 개발과 교육 제공, 세대·다문화간 통합

건강적 : 식량 접근성 개선, 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 음식과

건강 능력, 정신 건강과 신체적 활동

경제적 : 일자리 창출, 창업 훈련, 농업인 시장의 확장,

식료품비 절약, 주택 가치 상승

Mohammadi J. et al.,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사회적 자본 형성, 도시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식량안보 확보, 시민 사회의 재정비, 참여 촉구

녹지 비율을 증가시키고 공원운영과 생태계적 다양성 확보

여가 시간 이용과 교육, 연구에 대한 즐거움 창출

René van

Veenhuizen, 2006,

RUAF Foundation

식량 및 영양개선, 건강항 식량 접근성 확보

취약계층의 가계의 식료품비 절감 등 사회적 통합

여가활동 증가와 교육적 기능

도심의 녹지공간 확대, 도심 미세기후 개선

생물 다양성 유지, 도시 미관 개선, 생태 발자국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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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의 계층도

본 장의 구성은 우선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도입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과 내역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다원적가치 및 정책 수단의 우

선순위 분석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고 분석 방법으로 적용된

계층분석과정(AHP)에 대한 4단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AHP분석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결론을 제시하였다.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은 미국 펜실버

니아대학의 Thomas Saaty(1970년대 초)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과정

(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계량화가 곤란한 문제나 애매한 상황 하

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신용광, 2005 : 김창길, 2009)

AHP는 다수의 선택기준 하

에서 평가되는 다수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계층분석이 갖

는 계층적 분리의 특징은 의

사결정과제의 유기적 관계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서 과제의 복잡성에 매우 큰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는다

.20)21) 따라서 많은 사람, 다양

한 기준, 기간으로 구성된 복

잡한 의사결정 과제인 경우

분리를 통한 계층적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유용하다.22)

20) Saaty T.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cGraw-Hill, pp.14-20

21) VegasL.G.(1990), ‘An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 European Journal Operational Research, pp.2-8.

22) VegasL.G.(1990), An 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 European Journal Operational Research, pp.2-8.

[그림 5-1] 가치평가 및 선택대안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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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은 국내외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23)에서 나타난 도시

농업활동의 다원적 기능 및 효과의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대분류로 출현된 다원적 기능은 환경적기능, 사회문화적기능,

경제적 기능 등 3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환경적 기능에서는 경관미화, 생태계보존, 도시기후개선의 상위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경관미화의 세부지표에는 도시경관 미화, 소음방지효과, 도시녹화

녹지공간 유지, 지역 환경 미화 등을 분류하였다. 생태계보전 항목에는 생물다양

성 개선, 빗물 부산물 등의 자원순환, 자연과 녹지보존, 푸드 마일리지 최소화

등을 세부지표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도시기후개선의 상위항목에 포함된 세부지

표는 도시열섬 완화, 대기환경 개선, 도시기후 개선, 자연재해 예방 등 이었다.

대분류 사회문화적 기능에 건강한 삶의질 개선, 여가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3개의 상위항목을 정하였다. 건강한 삶의질 개선의 세부지표에는 신체적 활동

증가(건강), 자연과 조화로운 삶, 자존감, 성취감, 만족감 향상, 영양학적 개선된

식단, 사회참여 및 웰빙, 그리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이 포함되었다. 여가증진

항목에는 여가활동 장소 제공, 정원교육, 교육, 예술 활동 장소 제공, 휴식, 힐링의

장소 제공, 원예적 치료를 배치하였다. 공동체 활성화에 포함된 세부지표는 공동

체회복, 세대 간 유대감, 도농교류 확대, 사회적 포용, 사회안전망 등이었다.

경제적 기능에는 식량생산, 일자리, 지역경제 등 3개의 상위항목을 정했다. 식

량생산에는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먹거리 생산, 농업의 중요성인지, 식량생산의

접근성 향상, 영양이 풍부한 식량생산 등이 포함되었다. 일자리 상위항목에는 일

자리창출, 인재양성, 소득창출, 직무교육이 배치되었다. 마지막, 지역경제 상위항

목에는 세부지표로 도농 간 경제불균형완화, 부동산가치 상승, 지속가능한 경제,

연관 산업 활성화, 가정 생활비 절약, 에너지 절감 등이 나타났다.

23) < 선행연구 순서 >
1. 김진환(2010),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생활농업 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2. 지태관(2011), 도시농업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AHP 분석을 중심으로-
3. 이양주, 조한진(20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1-156
4. 이창우(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5. 장준호, 김은옥, 조지은(2010),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35(2)
6. Strathcona County(2016), Autumn 2016 Urban Agriculture Strategy
7. H. DE ZEEUW, R. VAN VEENHUIZEN, M. DUBBELING(2011), The role of urban

agriculture in building resilient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8. Gardening Matters(2012), Multiple Benefits of Community Gardening
9. Sheila Golden(2013), Urban Agriculture Impact: Social, Health, and Economic: A

Literature Review, UC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9)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도농교류확대



- 90 -

<표 5-4> 선행연구의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와 세부지표

대분류 상위항목 세부 지표 1 2 3 4 5 6 7 8 9 계

환

경

적

기

능

경관

미화

도시경관 미화 ● ● ● 3
소음방지 효과 ● ● ● 3
도시녹화 녹지공간 유지 ● ● 2
지역 환경 미화 ● 1

생태계

보존

생물 다양성 개선 ● ● ● ● ● ● 6
자원(빗물, 부산물) 순환 ● ● ● 3
자연과 녹지 보존 ● ● 2
푸드 마일리지 최소화 ● ● ● ● 4

도시

기후

개선

도시열섬 완화 ● ● 2
대기환경 개선 ● 1
도시기후(미기후) 개선 ● ● ● 3
자연재해 예방(홍수방지) ● ● 2

사

회

문

화

적

기

능

건강한

삶의질

개선

신체적 활동 증가(건강) ● ● ● ● ● ● 6
자연과 조화로운 삶 ● 1
자존감, 성취감, 만족감향상 ● ● ● 3
영양학적 개선된 식단 ● ● 2
사회참여 및 웰빙 ● ● 2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 ● ● ● 4

여가

증진

여가활동 장소 제공 ● ● ● 3
정원교육 ● ● ● 3
교육, 예술활동장소제공 ● ● ● ● ● 5
휴식, 힐링의 장소 제공 ● ● ● 3
원예적 치료 ● ● ● 3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회복(이웃간 관계) ● ● ● ● ● ● 6
세대간유대감, 소통증진 ● ● ● ● ● ● 6
도농교류 확대 ● 1
사회적 포용(빈곤 구제) ● ● 2
사회안전망 확보(범죄감소) ● ● 2

경

제

적

기

능

식량생산

식량자급률 향상 ● ● ● ● ● 5
안전먹거리 생산 ● ● ● 3
농업의 중요성 인지 ● 1
식량생산의접근성향상 ● ● 2
영양이풍부한식량생산 ● ● ● ● 4

일자리

일자리 창출 ● ● ● ● ● ● ● ● 8
인재 양성 ● 1
소득 창출 ● ● 2
직무 교육 ● ● 2

지역경제

도농간 경제불균형 완화 ● ● ● ● ● ● 6
부동산가치 상승 ● ● 2
지속가능한 경제 ● 1
연관 산업 활성화 ● ● ● 3
가정 생활비 절약 ● ● ● 3
에너지 절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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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정리한 세부지표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도시농업활동의 다원적기능

예비지표를 만들고 예비지표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표 5-5>과 같이 대

분류별 상위항목 3개씩 지표를 정하였다. 경제적 기능에는 식량생산,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정하였다. 환경적 기능에는 경관미화, 생태계 보존, 도시기후

개선이 포함되었다. 사회문화적 기능에는 삶의 질 개선, 여가 증진, 공동체활성화를

선정하였다. 최종지표 도출 후 AHP 계층도를 <그림 5-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5-5> 도시농업 다원적가치의 계층도 구성을 지표 정리

분류 상위항목 세부 지표

경제적 기능

식량생산 (3)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

영양이 풍부한 식량 생산

일자리 (1)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3)

도농 간 경제 불균형 완화

연관 산업 개발 및 마케팅

가정 생활비 절약

환경적 기능

경관 미화 (1) 도시경관 미화

생태계 보존 (3)

생물 다양성 개선

자원(물, 토양) 개선

식량 운송거리 최소화

도시기후 개선 (1) 도시기후(미기후) 개선

사회·문화적

기능

삶의 질 개선 (3)

신체적 건강(신체적 활동 증가)

자존감, 성취감, 만족감 향상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여가 증진 (5)

여가활동 장소 제공

정원교육

교육, 예술 활동 장소 제공

휴식, 힐링의 장소 제공

원예적 치료

공동체 활성화 (2)
공동체 형성 및 회복

세대 간 유대감 및 소통 증진

본 논문은 이러한 평가 기준선정의 기본원리에 유의하면서 ‘도시농업 활

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우선순위선정기준을 <그림 5-2>와 같은

다단계 계층구조로 설정하였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최종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 환경 생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로 설정하였

다. 경제적 가치의 하위기준에는 안전한 먹거리생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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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태적 가치에는 경관적미화, 생태계보전, 기후환경개선 등 3개의 가치를

선정하였다. 사회문화적 가치에서는 하위기준으로 건강한 삶, 여가 및 교육증

진,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3개의 하위기준을 선정하여 계층화 시켰다.

최종
목표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상위
기준

경제적
가치

환경 생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

안
전
한
먹
거
리
생
산

일
자
리
창
출

지
역
경
제
활
성
화

경
관
적
미
화

생
태
계
보
전

기
후
환
경
개
선

건
강
한
삶

여
가
및
교
육
증
진

공
동
체
활
성
화

선택
대안

도시텃밭
정원 확대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
체 조직화
(시민활동)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그림 5-2]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의 AHP 계층 구조

제4절 다원적가치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의 정책 수단의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하여 현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대학 및 연구계 9명(15.5%), 현장 활동전문가 16명(27.6%), 일반시민 9명

(15.5%), 산업계 종사자 13명(22.4%), 공무원 11명(1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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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퍼센트

분야

대학 및 연구계 9 15.5

현장활동전문가 16 27.6

일반시민 9 15.5

산업계 종사자 13 22.4

공무원 11 19.0

합계 58 100.0%

<표 5-6> 전문가영역별 패널 현황

2. 상위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가치’(0.548),

‘환경생태적 가치’(0.3), ‘경제적 가치’(0.152)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경제적 가치 0.152 3

환경생태적 가치 0.300 2

사회문화적 가치 0.548 1

CR 0.003

<표 5-7> 상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3] 상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상위 기준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사회문화적가치’(0.65), ‘환경생태적가치’(0.203), ‘경제적가치’(0.1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사회문화적 가치’(0.562), ‘환경생

태적 가치’(0.307), ‘경제적 가치’(0.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사회문화적가치’(0.439), ‘환경생태적가치’(0.352), ‘경제적가치’(0.2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0.517), ‘환

경생태적 가치’(0.336), ‘경제적 가치’(0.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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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가치’(0.56), ‘환경생태적 가치’(0.292), ‘경제적 가치’(0.149)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경제적 가치 0.147 3 0.130 3 0.208 3 0.147 3 0.149 3

환경생태적 가치 0.203 2 0.307 2 0.352 2 0.336 2 0.292 2

사회문화적 가치 0.650 1 0.562 1 0.439 1 0.517 1 0.560 1

CR 0.000 0.005 0.010 0.000 0.007

<표 5-8> 전문분야별 상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4] 전문분야별 상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3. 다원적가치의 AHP분석 결과

1)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

경제적 가치 하위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0.428), ‘지역경제 활성화’(0.319), ‘일자리 창출’(0.254)

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428 1

일자리 창출 0.254 3

지역경제 활성화 0.319 2

CR 0.001

<표 5-9>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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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지역경제 활성화’(0.348), ‘안전한 먹거리 생산’(0.328),

‘일자리 창출’(0.3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활동 전문가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0.522), ‘지역경제 활성화’(0.252), ‘일자리 창출’(0.225)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0.377), ‘안전한 먹거리

생산’(0.372), ‘일자리 창출’(0.2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안전한 먹거리 생산’(0.368), ‘지역경제 활성화’(0.363), ‘일자리 창출’(0.269)

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0.494), ‘지역경제

활성화’(0.289), ‘일자리창출’(0.217)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328 2 0.522 1 0.372 2 0.368 1 0.494 1

일자리 창출 0.324 3 0.225 3 0.251 3 0.269 3 0.217 3

지역경제 활성화 0.348 1 0.252 2 0.377 1 0.363 2 0.289 2

CR 0.023 0.006 0.009 0.007 0.001

<표 5-10> 전문분야별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6] 전문분야별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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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해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생태계 보전’(0.434), ‘기후환경 개선’(0.334), ‘경관적 미화’(0.232)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경관적 미화 0.232 3

생태계 보전 0.434 1

기후환경 개선 0.334 2

CR 0.002

<표 5-11>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7]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기후환경 개선’(0.372), ‘생태계 보전’(0.333), ‘경관적 미화’(0.295)

의 순으로나타났으며, 현장활동전문가는 ‘생태계보전’(0.439), ‘기후환경개선’(0.366),

‘경관적 미화’(0.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생태계 보전’(0.593),

‘기후환경 개선’(0.255), ‘경관적 미화’(0.1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

사자의 경우 ‘생태계 보전’(0.418), ‘기후환경 개선’(0.319), ‘경관적 미화’(0.263)

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생태계 보전’(0.395), ‘기후환경 개선’(0.329), ‘경관적

미화’(0.276)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경관적 미화 0.295 3 0.195 3 0.152 3 0.263 3 0.276 3

생태계 보전 0.333 2 0.439 1 0.593 1 0.418 1 0.395 1

기후환경 개선 0.372 1 0.366 2 0.255 2 0.319 2 0.329 2

CR 0.005 0.000 0.007 0.005 0.025

<표 5-12> 전문분야별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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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전문분야별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3) 사회 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

사회 문화적 가치 하위기준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공동체 활성화’(0.363), ‘여가 및 교육증진’(0.349), ‘건강한 삶’(0.289)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건강한 삶 0.289 3

여가 및 교육증진 0.349 2

공동체 활성화 0.363 1

CR 0.001

<표 5-13> 사회 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9] 사회 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사회 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

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여가 및 교육증진’(0.396), ‘공동체 활성화’(0.326),

‘건강한 삶’(0.2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공동체 활성화’(0.474),

‘건강한 삶’(0.279), ‘여가 및 교육증진’(0.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건강한 삶’(0.399), ‘여가 및 교육증진’(0.319), ‘공동체 활성화’(0.2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0.409), ‘여가 및

교육증진’(0.364), ‘건강한 삶’(0.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여가 및

교육증진’(0.467), ‘건강한 삶’(0.281), ‘공동체 활성화’(0.252)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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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대학 및연구계 현장활동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건강한 삶 0.277 3 0.279 2 0.399 1 0.227 3 0.281 2

여가 및 교육증진 0.396 1 0.247 3 0.319 2 0.364 2 0.467 1

공동체 활성화 0.326 2 0.474 1 0.282 3 0.409 1 0.252 3

CR 0.026 0.000 0.019 0.002 0.002

<표 5-14> 전문분야별사회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의상대적중요도 및우선순위

[그림 5-10] 전문분야별사회문화적가치하위기준의상대적중요도및우선순위

4) 하위 기준에 대한 종합 중요도

상위 기준을 고려한 하위 기준에 대한 종합중요도를 살펴보면, ‘공동체

활성화’(0.199), ‘여가 및 교육증진’(0.191), ‘건강한 삶’(0.158), ‘생태계 보전’(0.13),

‘기후환경 개선’(0.1), ‘경관적 미화’(0.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065 7

일자리 창출 0.039 9

지역경제 활성화 0.048 8

경관적 미화 0.070 6

생태계 보전 0.130 4

기후환경 개선 0.100 5

건강한 삶 0.158 3

여가 및 교육증진 0.191 2

공동체 활성화 0.199 1

<표 5-15> 하위 기준에 대한 종합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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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하위 기준에 대한 종합중요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종합중요도를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여가 및 교육증진’(0.257), ‘공동체 활성화’(0.212), ‘건강한 삶’(0.18), ‘기후환경

개선’(0.075), ‘생태계 보전’(0.068), ‘경관적 미화’(0.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공동체 활성화’(0.267), ‘건강한 삶’(0.157), ‘여가 및 교육

증진’(0.139), ‘생태계보전’(0.135), ‘기후환경개선’(0.113), ‘안전한먹거리생산’(0.0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생태계 보전’(0.209), ‘건강한 삶’(0.176),

‘여가 및 교육증진’(0.14), ‘공동체 활성화’(0.124), ‘기후환경 개선’(0.09), ‘지역

경제활성화’(0.079)의순으로나타났으며, 산업계종사자의경우 ‘공동체활성화’(0.211),

‘여가 및 교육증진’(0.188), ‘생태계 보전’(0.14), ‘건강한 삶’(0.117), ‘기후환경

개선’(0.107), ‘경관적 미화’(0.0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여가 및 교육증진’

(0.261), ‘건강한삶’(0.157), ‘공동체 활성화’(0.141), ‘생태계 보전’(0.115), ‘기후환경

개선’(0.096), ‘경관적 미화’(0.08)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및연구계 현장활동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048 8 0.068 6 0.078 7 0.054 7 0.073 7

일자리 창출 0.048 9 0.029 9 0.052 9 0.040 9 0.032 9

지역경제 활성화 0.051 7 0.033 8 0.079 6 0.053 8 0.043 8

경관적 미화 0.060 6 0.060 7 0.053 8 0.088 6 0.080 6

생태계 보전 0.068 5 0.135 4 0.209 1 0.140 3 0.115 4

기후환경 개선 0.075 4 0.113 5 0.090 5 0.107 5 0.096 5

건강한 삶 0.180 3 0.157 2 0.176 2 0.117 4 0.157 2

여가 및 교육증진 0.257 1 0.139 3 0.140 3 0.188 2 0.261 1

공동체 활성화 0.212 2 0.267 1 0.124 4 0.211 1 0.141 3

<표 5-16> 전문분야별 하위 기준에 대한 종합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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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대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 경제적 가치 하위 기준

가.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도시

텃밭/정원조성’(0.222), ‘텃밭공동체 조직화’(0.214), ‘전문인력 양성’(0.213), ‘체

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05), ‘전후방 산업 활성화’(0.146)의 순으로 중요

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22 1

전문인력 양성 0.213 3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46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14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05 4

CR 0.001

<표 5-17>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12]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도시텃밭/정원조성’(0.243), ‘전문인력 양성’(0.237),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95), ‘전후방 산업 활성화’(0.177), ‘텃밭공동체 조

직화’(0.1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텃밭공동체 조직

화’(0.298), ‘도시텃밭/정원조성’(0.204),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02),

‘전문인력 양성’(0.181),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 101 -

일반 시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0.267), ‘도시텃밭/정원조성’(0.209), ‘텃

밭공동체 조직화’(0.188), ‘전후방 산업 활성화’(0.173),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체험/교육프

로그램 개발 등’(0.233), ‘도시텃밭/정원조성’(0.207), ‘전문인력 양성’(0.202),

‘텃밭공동체 조직화’(0.193), ‘전후방 산업 활성화’(0.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24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4),

‘텃밭공동체 조직화’(0.211), ‘전문인력 양성’(0.204), ‘전후방 산업 활성

화’(0.122)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43 1 0.204 2 0.209 2 0.207 2 0.249 1

전문인력 양성 0.237 2 0.181 4 0.267 1 0.202 3 0.204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77 4 0.116 5 0.173 4 0.165 5 0.122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147 5 0.298 1 0.188 3 0.193 4 0.211 3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95 3 0.202 3 0.163 5 0.233 1 0.214 2

CR 0.004 0.001 0.001 0.001 0.004

<표 5-18> 전문분야별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13] 전문분야별 안전한 먹거리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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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46), ‘전문인력 양성’(0.227), ‘전후방 산업 활성

화’(0.198), ‘도시텃밭/정원조성’(0.173), ‘텃밭공동체 조직화’(0.156)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173 4

전문인력 양성 0.227 2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98 3

텃밭공동체 조직화 0.156 5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46 1

CR 0.000

<표 5-19>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14]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전문인력 양성’(0.234), ‘전후방 산업 활성화’(0.218),

‘도시텃밭/정원조성’(0.211),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1), ‘텃밭공동체

조직화’(0.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85), ‘전문인력 양성’(0.194), ‘도시텃밭/정원조성’(0.186), ‘텃밭공

동체 조직화’(0.169), ‘전후방 산업 활성화’(0.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0.30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44),

‘전후방 산업 활성화’(0.188), ‘도시텃밭/정원조성’(0.145), ‘텃밭공동체 조직화’(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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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91),

‘전후방 산업 활성화’(0.208), ‘전문인력 양성’(0.183), ‘텃밭공동체 조직화’(0.162),

‘도시텃밭/정원조성’(0.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전문인력 양성’(0.268), ‘전후방 산업 활성화’(0.219),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0.203), ‘도시텃밭/정원조성’(0.162), ‘텃밭공동체 조직

화’(0.148)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순위 중요도 순위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11 3 0.186 3 0.145 4 0.157 5 0.162 4

전문인력 양성 0.234 1 0.194 2 0.302 1 0.183 3 0.268 1

전후방 산업 활성화 0.218 2 0.166 5 0.188 3 0.208 2 0.219 2

텃밭공동체 조직화 0.166 5 0.169 4 0.120 5 0.162 4 0.148 5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71 4 0.285 1 0.244 2 0.291 1 0.203 3

CR 0.003 0.001 0.004 0.003 0.002

<표 5-20> 전문분야별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15] 전문분야별 일자리 창출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다.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 대안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후방 산업 활성화’(0.22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8), ‘도시텃밭

/정원조성’(0.21), ‘텃밭공동체 조직화’(0.182), ‘전문인력 양성’(0.16)의 순

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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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10 3

전문인력 양성 0.160 5

전후방 산업 활성화 0.229 1

텃밭공동체 조직화 0.182 4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18 2

CR 0.001

<표 5-21>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16]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

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전후방 산업 활성화’(0.272), ‘도시텃밭/정원조성’

(0.20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81), ‘전문인력 양성’(0.176), ‘텃밭

공동체 조직화’(0.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도시텃밭/

정원조성’(0.23), ‘전후방 산업 활성화’(0.22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91), ‘텃밭공동체 조직화’(0.19), ‘전문인력 양성’(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63), ‘텃밭공동체

조직화’(0.226), ‘전후방 산업 활성화’(0.208), ‘도시텃밭/정원조성’(0.164),

‘전문인력 양성’(0.1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68), ‘전후방 산업 활성화’(0.25), ‘도시텃밭/정원

조성’(0.178), ‘텃밭공동체 조직화’(0.156), ‘전문인력 양성’(0.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27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96), ‘전후방 산업 활성화’(0.186), ‘전문인력 양성’(0.173), ‘텃밭공동체

조직화’(0.173)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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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02 2 0.230 1 0.164 4 0.178 3 0.272 1

전문인력 양성 0.176 4 0.160 5 0.139 5 0.148 5 0.173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272 1 0.229 2 0.208 3 0.250 2 0.186 3

텃밭공동체 조직화 0.170 5 0.190 4 0.226 2 0.156 4 0.173 5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0.181 3 0.191 3 0.263 1 0.268 1 0.196 2

CR 0.002 0.003 0.002 0.002 0.001

<표5-22> 전문분야별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17] 전문분야별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

가. 경관적 미화 하위 대안

경관적 미화의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도시텃밭/정원조성’(0.362), ‘텃밭공동체 조직화’(0.196),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1), ‘전문인력 양성’(0.159),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3)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362 1

전문인력 양성 0.159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3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196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71 3

CR 0.001

<표5-23> 경관적 미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 106 -

[그림 5-18] 경관적 미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경관적 미화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도시텃밭/정원조성’(0.26), ‘전문인력 양성’(0.252), ‘텃밭

공동체 조직화’(0.191),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6), ‘전후방 산업

활성화’(0.1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도시텃밭/정원

조성’(0.369), ‘텃밭공동체 조직화’(0.193),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5),

‘전문인력 양성’(0.162),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도시텃밭/정원조성’(0.367), ‘텃밭공동체 조직화’(0.191),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7), ‘전문인력 양성’(0.171), ‘전후방 산업

활성화’(0.0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도시텃밭/정원

조성’(0.409), ‘텃밭공동체 조직화’(0.206),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1),

‘전문인력 양성’(0.11), ‘전후방 산업 활성화’(0.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375), ‘텃밭공동체 조직화’(0.187),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8), ‘전문인력 양성’(0.145),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26)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60 1 0.369 1 0.367 1 0.409 1 0.375 1

전문인력 양성 0.252 2 0.162 4 0.171 4 0.110 4 0.145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31 5 0.111 5 0.094 5 0.104 5 0.126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191 3 0.193 2 0.191 2 0.206 2 0.187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66 4 0.165 3 0.177 3 0.171 3 0.168 3

CR 0.004 0.001 0.004 0.005 0.002

<표5-24> 전문분야별 경관적 미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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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전문분야별 경관적 미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나.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도시

텃밭/정원조성’(0.32), ‘텃밭공동체 조직화’(0.21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97), ‘전문인력 양성’(0.169), ‘전후방 산업 활성화’(0.096)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320 1

전문인력 양성 0.169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096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19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97 3

CR 0.001

<표5-25>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0]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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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도시텃밭/정원조성’(0.344), ‘전문인력 양성’(0.198), ‘텃밭공

동체 조직화’(0.176),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1), ‘전후방 산업 활성

화’(0.1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도시텃밭/정원조성’(0.3),

‘텃밭공동체 조직화’(0.226),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4), ‘전문인력 양

성’(0.166), ‘전후방 산업 활성화’(0.0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텃밭공동체 조직화’(0.279), ‘도시텃밭/정원조성’(0.244),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02), ‘전문인력 양성’(0.19),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5)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도시텃밭/정원조성’(0.35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3), ‘텃밭공동체 조직화’(0.206), ‘전문인력 양성’(0.144), ‘전후방 산

업 활성화’(0.0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354), ‘텃

밭공동체 조직화’(0.20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7), ‘전문인력 양

성’(0.162), ‘전후방 산업 활성화’(0.108)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344 1 0.300 1 0.244 2 0.352 1 0.354 1

전문인력 양성 0.198 2 0.166 4 0.190 4 0.144 4 0.162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1 5 0.095 5 0.085 5 0.084 5 0.108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176 3 0.226 2 0.279 1 0.206 3 0.209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171 4 0.214 3 0.202 3 0.213 2 0.167 3

CR 0.001 0.002 0.001 0.002 0.003

<표5-26> 전문분야별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1] 전문분야별 생태계 보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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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환경개선 하위 대안

기후 환경개선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도시

텃밭/정원조성’(0.315), ‘텃밭공동체 조직화’(0.20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07), ‘전문인력 양성’(0.155),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4)의 순으로 중요

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315 1

전문인력 양성 0.155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4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09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07 3

CR 0.001

<표5-27> 기후 환경개선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2] 기후 환경개선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기후 환경개선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도시텃밭/정원조성’(0.295), ‘전문인력 양성’(0.236),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7), ‘텃밭공동체 조직화’(0.174), ‘전후방 산업 활

성화’(0.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도시텃밭/정원조

성’(0.323), ‘텃밭공동체 조직화’(0.255),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03),

‘전문인력 양성’(0.126), ‘전후방 산업 활성화’(0.0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도시텃밭/정원조성’(0.26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44), ‘전문인력 양성’(0.193), ‘텃밭공동체 조직화’(0.186),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도시텃밭/정원



- 110 -

조성’(0.315),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45), ‘텃밭공동체 조직화’(0.204),

‘전문인력 양성’(0.125),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349), ‘텃밭공동체 조직화’(0.194),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3), ‘전문인력 양성’(0.15), ‘전후방 산업 활성화’(0.144)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95 1 0.323 1 0.262 1 0.315 1 0.349 1

전문인력 양성 0.236 2 0.126 4 0.193 3 0.125 4 0.150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8 5 0.093 5 0.115 5 0.111 5 0.144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174 4 0.255 2 0.186 4 0.204 3 0.194 2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0.177 3 0.203 3 0.244 2 0.245 2 0.163 3

CR 0.006 0.001 0.002 0.003 0.004

<표5-28> 전문분야별 기후 환경개선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3] 전문분야별 기후 환경개선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3) 사회 문화적 가치 하위 기준

가. 건강한 삶 하위 대안

건강한 삶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도시텃밭/

정원조성’(0.304), ‘텃밭공동체 조직화’(0.268),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08), ‘전문인력 양성’(0.125), ‘전후방 산업 활성화’(0.096)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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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304 1

전문인력 양성 0.125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096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68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08 3

CR 0.001

<표5-29> 건강한 삶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4] 건강한 삶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건강한 삶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도시텃밭/정원조성’(0.31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46), ‘텃밭공동체 조직화’(0.2), ‘전문인력 양성’(0.126),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텃밭공동체 조직화’(0.302),

‘도시텃밭/정원조성’(0.275),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1), ‘전문인력

양성’(0.13),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텃밭공동체 조직화’(0.323), ‘도시텃밭/정원조성’(0.3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7), ‘전문인력 양성’(0.11),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도시텃밭/정원

조성’(0.273), ‘텃밭공동체 조직화’(0.26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44), ‘전문인력 양성’(0.113), ‘전후방 산업 활성화’(0.101)의 순으로 나타

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357), ‘텃밭공동체 조직화’(0.231),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67), ‘전문인력 양성’(0.139),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06)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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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312 1 0.275 2 0.320 2 0.273 1 0.357 1

전문인력 양성 0.126 4 0.130 4 0.110 4 0.113 4 0.139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6 5 0.082 5 0.080 5 0.101 5 0.106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00 3 0.302 1 0.323 1 0.269 2 0.231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46 2 0.211 3 0.167 3 0.244 3 0.167 3

CR 0.004 0.002 0.002 0.001 0.001

<표5-30> 전문분야별 건강한 삶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5] 전문분야별 건강한 삶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나. 여가 및 교육증진 하위 대안

여가 및 교육증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83), ‘도시텃밭/정원조성’(0.221), ‘텃밭공동체 조직화’

(0.221), ‘전문인력 양성’(0.17), ‘전후방 산업 활성화’(0.104)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21 2

전문인력 양성 0.170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04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21 3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83 1

CR 0.000

<표5-31> 여가 및 교육증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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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여가 및 교육증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여가 및 교육증진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361), ‘텃밭공동체 조직화’

(0.207), ‘전문인력 양성’(0.2), ‘도시텃밭/정원조성’(0.13),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93), ‘도시텃밭/정원조성’(0.224), ‘텃밭공동체 조직화’(0.2), ‘전문인력 양성’

(0.17),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텃밭

공동체조직화’(0.294), ‘도시텃밭/정원조성’(0.277),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등’(0.211),

‘전문인력 양성’(0.135),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

업계 종사자의 경우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323), ‘도시텃밭/정원조성’

(0.253), ‘텃밭공동체 조직화’(0.199), ‘전문인력 양성’(0.123), ‘전후방 산업 활

성화’(0.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전문인력 양성’(0.239), ‘텃밭공동체

조직화’(0.2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8), ‘도시텃밭/정원조성’(0.217),

‘전후방 산업 활성화’(0.107)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130 4 0.224 2 0.277 2 0.253 2 0.217 4

전문인력 양성 0.200 3 0.170 4 0.135 4 0.123 4 0.239 1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02 5 0.113 5 0.083 5 0.102 5 0.107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07 2 0.200 3 0.294 1 0.199 3 0.220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361 1 0.293 1 0.211 3 0.323 1 0.218 3

CR 0.001 0.002 0.001 0.001 0.002

<표5-32> 전문분야별여가및 교육증진하위대안의 상대적중요도및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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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전문분야별여가및교육증진하위대안의상대적중요도및우선순위

다.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텃밭

공동체 조직화’(0.353),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8), ‘도시텃밭/정원조성’

(0.205), ‘전문인력 양성’(0.137),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8)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05 3

전문인력 양성 0.137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088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353 1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18 2

CR 0.002

<표5-33>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8]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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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전문분야별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332), ‘텃밭공동체 조직화’

(0.275), ‘도시텃밭/정원조성’(0.163), ‘전문인력 양성’(0.13), ‘전후방 산업 활

성화’(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텃밭공동체 조직화’

(0.374),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91), ‘전문인력 양성’(0.176), ‘도시텃밭/

정원조성’(0.166), ‘전후방 산업 활성화’(0.0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텃밭공동체 조직화’(0.378), ‘도시텃밭/정원조성’(0.26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72), ‘전문인력 양성’(0.099),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텃밭공동체

조직화’ (0.335),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77), ‘도시텃밭/정원조성’(0.202),

‘전문인력 양성’(0.105), ‘전후방 산업 활성화’(0.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텃밭공동체 조직화’(0.363), ‘도시텃밭/정원조성’(0.245), ‘전문인력

양성’(0.16),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53), ‘전후방 산업 활성화’(0.079)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
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163 3 0.166 4 0.269 2 0.202 3 0.245 2

전문인력 양성 0.130 4 0.176 3 0.099 4 0.105 4 0.160 3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00 5 0.092 5 0.082 5 0.081 5 0.079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75 2 0.374 1 0.378 1 0.335 1 0.363 1

체험프로그램개발등 0.332 1 0.191 2 0.172 3 0.277 2 0.153 4

CR 0.003 0.003 0.004 0.008 0.003

<표5-34> 전문분야별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29] 전문분야별 공동체 활성화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 116 -

4) 선택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

가.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

상위 기준 및 하위기준을 고려한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중요도를 살펴보면,

‘공동체 활성화 * 텃밭공동체 조직화’(0.07), ‘여가 및 교육증진 *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0.054), ‘건강한 삶 * 도시텃밭/정원조성’(0.048), ‘공동체

활성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43), ‘건강한 삶 * 텃밭공동체 조직화’

(0.042), ‘여가 및 교육증진 * 도시텃밭/정원조성’(0.0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
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계

안전한먹거리생산 0.014 0.014 0.009 0.014 0.013 0.065

일자리 창출 0.007 0.009 0.008 0.006 0.009 0.039

지역경제 활성화 0.010 0.008 0.011 0.009 0.011 0.048

경관적 미화 0.025 0.011 0.008 0.014 0.012 0.070

생태계 보전 0.042 0.022 0.013 0.028 0.026 0.130

기후환경 개선 0.032 0.016 0.011 0.021 0.021 0.100

건강한 삶 0.048 0.020 0.015 0.042 0.033 0.158

여가 및 교육증진 0.042 0.032 0.020 0.042 0.054 0.191

공동체 활성화 0.041 0.027 0.018 0.070 0.043 0.199

계 0.261 0.158 0.113 0.246 0.222 1.000

<표5-35> 선택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

[그림 5-30] 선택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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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계의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중요도는 ‘여가 및 교육증진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93), ‘공동체 활성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7), ‘공동체 활성화 * 텃밭공동체 조직화’(0.058), ‘건강한 삶 *

도시텃밭/정원조성’(0.056), ‘여가 및 교육증진 * 텃밭공동체 조직화’(0.053),

‘여가 및 교육증진 * 전문인력 양성’(0.0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
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계

안전한먹거리생산 0.012 0.011 0.009 0.007 0.009 0.048

일자리 창출 0.010 0.011 0.010 0.008 0.008 0.048

지역경제 활성화 0.010 0.009 0.014 0.009 0.009 0.051

경관적 미화 0.016 0.015 0.008 0.011 0.010 0.060

생태계 보전 0.023 0.013 0.008 0.012 0.012 0.068

기후환경 개선 0.022 0.018 0.009 0.013 0.013 0.075

건강한 삶 0.056 0.023 0.021 0.036 0.044 0.180

여가 및 교육증진 0.033 0.051 0.026 0.053 0.093 0.257

공동체 활성화 0.034 0.027 0.021 0.058 0.070 0.212

계 0.217 0.180 0.126 0.208 0.270 1.000

<표5-36>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대학 및 연구계)

[그림 5-31]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대학 및 연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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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전문가는 ‘공동체 활성화 * 텃밭공동체 조직화’(0.1), ‘공동체

활성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51), ‘건강한 삶 * 텃밭공동체 조직화’

(0.047), ‘공동체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0.047), ‘공동체 활성화 * 도시텃밭/

정원조성’(0.044), ‘건강한 삶 * 도시텃밭/정원조성’(0.0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
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계

안전한먹거리생산 0.014 0.012 0.008 0.020 0.014 0.068

일자리 창출 0.005 0.006 0.005 0.005 0.008 0.029

지역경제 활성화 0.008 0.005 0.008 0.006 0.006 0.033

경관적 미화 0.022 0.010 0.007 0.012 0.010 0.060

생태계 보전 0.041 0.022 0.013 0.031 0.029 0.135

기후환경 개선 0.036 0.014 0.010 0.029 0.023 0.113

건강한 삶 0.043 0.020 0.013 0.047 0.033 0.157

여가 및 교육증진 0.031 0.024 0.016 0.028 0.041 0.139

공동체 활성화 0.044 0.047 0.025 0.100 0.051 0.267

계 0.244 0.160 0.103 0.277 0.215 1.000

<표5-37>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현장활동 전문가)

[그림 5-32]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현장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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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의 경우 ‘생태계 보전 * 텃밭공동체 조직화’(0.058), ‘건강한 삶 *

텃밭공동체 조직화’(0.057), ‘건강한 삶 * 도시텃밭/정원조성’(0.056), ‘생태계

보전 * 도시텃밭/정원조성’(0.051), ‘공동체 활성화 * 텃밭공동체 조직화’(0.047),

‘생태계 보전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
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016 0.021 0.013 0.015 0.013 0.078

일자리 창출 0.008 0.016 0.010 0.006 0.013 0.052

지역경제 활성화 0.013 0.011 0.016 0.018 0.021 0.079

경관적 미화 0.020 0.009 0.005 0.010 0.009 0.053

생태계 보전 0.051 0.040 0.018 0.058 0.042 0.209

기후환경 개선 0.024 0.017 0.010 0.017 0.022 0.090

건강한 삶 0.056 0.019 0.014 0.057 0.029 0.176

여가 및 교육증진 0.039 0.019 0.012 0.041 0.030 0.140

공동체 활성화 0.033 0.012 0.010 0.047 0.021 0.124

계 0.259 0.164 0.109 0.268 0.200 1.000

<표5-38>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일반 시민)

[그림 5-33]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일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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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 * 텃밭공동체 조직화’(0.071),

‘여가 및 교육증진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61), ‘공동체 활성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59), ‘생태계 보전 * 도시텃밭/정원조성’

(0.049), ‘여가 및 교육증진 * 도시텃밭/정원조성’(0.048), ‘공동체 활성화 *

도시텃밭/정원조성’(0.0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
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011 0.011 0.009 0.010 0.013 0.054

일자리 창출 0.006 0.007 0.008 0.006 0.012 0.040

지역경제 활성화 0.010 0.008 0.013 0.008 0.014 0.053

경관적 미화 0.036 0.010 0.009 0.018 0.015 0.088

생태계 보전 0.049 0.020 0.012 0.029 0.030 0.140

기후환경 개선 0.034 0.013 0.012 0.022 0.026 0.107

건강한 삶 0.032 0.013 0.012 0.032 0.029 0.117

여가 및 교육증진 0.048 0.023 0.019 0.037 0.061 0.188

공동체 활성화 0.043 0.022 0.017 0.071 0.059 0.211

계 0.269 0.128 0.112 0.234 0.258 1.000

<표5-39>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산업계 종사자)

[그림 5-34]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산업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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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여가 및 교육증진 * 전문인력 양성’(0.062), ‘여가 및 교육증진 *

텃밭공동체 조직화’(0.057), ‘여가 및 교육증진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057), ‘여가 및 교육증진 * 도시텃밭/정원조성’(0.057), ‘건강한 삶 * 도시

텃밭/정원조성’(0.056), ‘공동체 활성화 * 텃밭공동체 조직화’(0.051)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도시텃밭/
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
로그램개발

계

안전한 먹거리 생산 0.018 0.015 0.009 0.016 0.016 0.073

일자리 창출 0.005 0.009 0.007 0.005 0.007 0.032

지역경제 활성화 0.012 0.007 0.008 0.007 0.008 0.043

경관적 미화 0.030 0.012 0.010 0.015 0.014 0.080

생태계 보전 0.041 0.019 0.013 0.024 0.019 0.115

기후환경 개선 0.033 0.014 0.014 0.019 0.016 0.096

건강한 삶 0.056 0.022 0.017 0.036 0.026 0.157

여가 및 교육증진 0.057 0.062 0.028 0.057 0.057 0.261

공동체 활성화 0.035 0.023 0.011 0.051 0.022 0.141

계 0.287 0.182 0.116 0.230 0.184 1.000

<표5-40>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공무원)

[그림 5-35] 하위 대안에 대한 종합 중요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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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목표에 대한 선택대안 정리

앞서 작성된 선택대안에 대한 종합중요도를 각 대안별로 정리하여 우선

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도시텃밭/정원조성’(0.261), ‘텃밭공동체 조

직화’(0.246),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22), ‘전문인력 양성’(0.158),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3)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61 1

전문인력 양성 0.158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13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46 2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0.222 3

<표5-41> 선택대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36] 선택대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응답자의 선택대안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계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0.27), ‘도시텃밭/정원조성’(0.217), ‘텃밭공동체 조직화’

(0.208), ‘전문인력 양성’(0.18), ‘전후방 산업 활성화’(0.1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활동 전문가는 ‘텃밭공동체 조직화’(0.277), ‘도시텃밭/정원조성’(0.244),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15), ‘전문인력 양성’(0.16),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 ‘텃밭공동체 조직화’(0.268), ‘도시

텃밭/정원조성’(0.25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 ‘전문인력 양성’

(0.164), ‘전후방 산업 활성화’(0.1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도시텃밭/정원조성’(0.269),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258), ‘텃밭공동체

조직화’(0.234), ‘전문인력 양성’(0.128),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조성’(0.287), ‘텃밭공동체 조직화’(0.23),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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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개발 등’(0.184), ‘전문인력 양성’(0.182), ‘전후방 산업 활성화’(0.116)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평가분야

대학 및
연구계

현장활동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시텃밭/정원조성 0.217 2 0.244 2 0.259 2 0.269 1 0.287 1

전문인력 양성 0.180 4 0.160 4 0.164 4 0.128 4 0.182 4

전후방 산업 활성화 0.126 5 0.103 5 0.109 5 0.112 5 0.116 5

텃밭공동체 조직화 0.208 3 0.277 1 0.268 1 0.234 3 0.230 2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0.270 1 0.215 3 0.200 3 0.258 2 0.184 3

<표5-42> 전문분야별 선택대안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림 5-37] 전문분야별 선택대안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종합하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도(가중치)와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다원적 가치의 상위기준에서는 사회문화적가치 >

환경생태적가치 > 경제적 가치 순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이

것은 전문분야 그룹 모두 완전 일치하는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경제적 가치 하위기준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순이었다. 환경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은 생태계 보전 > 기후환경

개선 > 경관적 미화 순이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 하위기준에서는 공동체활성화 > 여가 및 교육 증진 >

건강한 삶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기준에 대한 종합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동체

활성화 > 여가 및 교육증진 > 건강한 삶 > 생태계 보전 > 기후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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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적 미화 >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의

선택대안의 종합중요도를 각 대안별로 정리하여 우선순위 및 중요롤 도출한

결과 ‘도시텃밭/정원조성’ > ‘텃밭공동체 조직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전문인력 양성’ > ‘전후방 산업 활성화’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반면, 이해관계자(전문분야) 그룹별로 차이가 큰 분야는 가장 급선무인

1순위를 준 것이 그룹별로 차이가 났다. 대학 및 연구계는 체험/교육프로그

램개발에 1순위를 주었고, 현장활동전문가와 일반시민참여자는 텃밭공동체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산업계종사자와 공무원은 도시텃밭

정원 조성을 1순위로 꼽았다.

제 5 절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가중치 검정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된 AHP는 다중척도의 의사결정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HP는 복잡한 다중척도 의사결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을 몇 개의 작고 다루기 쉬운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기준(척도)이나 선택대안의 상대적 선호도과

가중치를 산출한다. 특히, Mikhailov, Saaty등 은 Singled pairwise

comparisons를 활용하여 상대적 선호도(가중치)를 유도한다.

그런데 기존 AHP는 다중척도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문제를 해결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한 계층구조의 사용과 내재된 불확실성, 그리고

쌍대비교에 의한 부정확성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여도, 조사표본수 및 응답의 주관성

등으로 가중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주진호 등, 2017).

일반적으로 AHP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판단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의사결정자가 single-valued pairwise를

가지고만 선호도를 판단하기에 더욱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Halim 등 (2007)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몇 가지 접근방법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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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Hybrid of the AHP and Fuzzy Logic(Deng, 1999; Mikhailov,

2000, 2003; Xu, 2000)이다. Fuzzy AHP는 the single-valued pairwise

preference 결정을 Fuzzy Base Rule에 기초하여 모델링 한다. 쌍대비교를 조

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매트릭스와 가중치 벡터의 모든 요소들이 재정리된다.

두 번째로 Stochastic Judgments(Stam et al., 1997; Basak, 1998; Hahn,

2003)이다. 확률분포(subje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의한 쌍대비교

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구성하는데

F-분포함수 또는 모수적 밀도함수를 사용한다. Hanh(2003)은 AHP의

Stochastic 공식을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Halim(2007)은 위 두 가지 접근방법을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자가

불규칙한 선택을 가진다면, 두가지 접근방법은 이러한 불규칙한 선택을

포함하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Halim(2007)은 완화된 가정을 요구하는 비모수적 접근법을 사용

하는 선호도를 모델로 설정하였다. AHP방법의 의사결정을 요약하기 위해

구간결정(Interval Judgement)의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구성하였다.

밀도함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일변량 또는 다변량 kernel density

estimation를 활용하고, 구간결정자료(Interval judgments data)를 재 샘플링

하기 위하여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한다. Kernel density estimation은 확률

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비모수적인 통계적 추정방법이다. 이

차원 커널밀도함수 추정치를 사용하여 이변량 확률밀도함수가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극복하기 위해 비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

하는데 모수적 통계적 방법론과 fuzzy membership function에서의 가정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다. Stam(1997) 등은 쌍대배교 선호도결정이 불확실한

(stochastic)하다면, 단일결정가치(single value judgment)에 기초한 전통적

인(결정적인) AHP분석 결과는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Judgment Interval에 의해 표현되는 상대적 선호구간은 단순가치 선택형

보다는 중요도가 틀리거나, 순위가 바뀔 확률이 높다. 확률적 판단기준에서

볼 때, 전통적 AHP 순위는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불안정할 수 도 있다. 불

확실한 상황에서 선호도 순위도의 안전성을 분석할 정확하고 효과적 도구로

다변량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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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순위반전확률(rank reversal probability)이 낮으면, 순위는 안정적

이고 의사결정자는 AHP의 결과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순위

반전의 확률이 높으면, 의사결정자는 AHP 순위에 조심스럽게 관여해야

한다. 높은 순위반전 확률은 AHP 순위도가 잘못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Ramanujan et al(2014)은 이러한 기존(deterministic) AHP의 불확실성

과 불안정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붓스

트랩 re-sampling을 활용하여 확률적(stochastic) AHP인 [그림5-3]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5-3]은 deterministic AHP와 Stochastic AHP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deterministic AHP는 쌍대비교에서 I기준이 j기준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적

가치만을 포함한다. 반면에 stochastic AHP의 쌍대비교 매트릭스는 항목 기

준의 가중치에 대한 가능한 많은 기대가치를 포함한다. 그래서 stochastic

AHP는 일관성지수(CR)와 우선순위에 대한 확률분포를 제공한다.

[그림5-38] 결정적AHP와 통계적AHP의 쌍대비교 매트릭스 구조24)

한편, 본 연구는 가중치의 신뢰구간을 예측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통계기법인인 붓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랩핑(Bootstraping)은 관심 모수를 추정하는데 특정분포의 가정 없이

24) Ramanujan et al, (2014), Prioritizing design for eviroment strategies using a

stochastic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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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하는 대표적인 비모수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포에 무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수적인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주진호 등 2017).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맞게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잘 맞지 않거나 확인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 붓스트랩 방법은 분포에 무

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수적인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추정량의 분포를 구할 수 없거나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박웅원, 2014)

또한, 분포와 모수에 대한 가정 없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복원추출을 통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붓스트랩 방법 중 백분위

붓스트랩 방법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복원 추출하여 각각의 평균을 구하여

총 붓스트랩 표본의 평균값들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2.5번째 백분위수와 97.5번째

백분위수가 각각의 상한과 하한으로 정의될 수 있다(Diciccio and Efron, 1996).

붓스트랩 백분위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구할 수 있다(Efron and

Tibshirani, 1993). 주어진 n개의 표본으로부터 n번의 복원추출을 하여 각각의

평균을 구하고, 이를 라고 한다면 이를 b번 반복한다. 총 B개의 붓스트랩

표본의 평균값들을 순서대로 정렬한다. 여기서 2.5번째 백분위수와 97.5번째 백

분위 수가 각각의 95% 신뢰하한과 95% 신뢰상한이 된다.

붓스트래핑에 의한 가중치 적합성 검정 결과, <표5-43>에서 보듯이

평가항목의 가중치 평균값이 95% 신뢰구간 안에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확률통계에서 어떤 확률변수의 분산은 자료의 분포가

기대치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산포되어 있는지를 표현한다. 평균(기댓

값)은 확률변수의 위치를 분산은 기댓값으로부터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

지를 나타낸다. <표 5-43>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중치의 평균(기대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정보를 활용하면 각 가중치의 신뢰구간(예, 95% 신뢰

구간)이 계산될 수 있다. 각 가중치의 표준편차의 크기에 따라 계산된

95% 신뢰구간이 가중치별로 비교될 수 있으며, 이 때 각 가중치의 분산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확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5-4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AHP 분석결과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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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는 사회문화적가치(1위) > 환경생태적가치 (2위) > 경제적가치(3위)

순이다. 이 때 붓스트래핑으로 추정된 분산을 활용한 95% 신뢰구간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이러한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을 고려했을 경우의 우선순위가 평균만을 고려한 우선순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추정결과에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와 여가 및 교육증진의 우선순위는 평균만을 고려했을 때는

공동체 활성화 1위, 여가 및 교육증진 2위로 분석되나, 95% 신뢰구간을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 이러한 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분산을 고려했을 경우의 신뢰구간의 위치가 우선순위 간에 서로

겹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 있어 평균만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과의 강

건성(robustness)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HP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중치의 평균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우선순위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나,

붓스트래핑을 활용한 분산 추정은 특정분포의 가정 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모수적인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 5-43> 붓스트래핑에 의한 가중치 적합성 검정 결과

AHP

순위
평 가 항 목

AHP

mean

stochastic AHP 95% 신뢰구간

mean std Min Max

1 사회문화적 가치 .548 .520 .234 .455 .583

2 환경생태적 가치 .300 .311 .217 .256 .370

3 경제적 가치 .152 .169 .169 .128 .213

1 공동체 활성화 .363 .358 .224 .302 .420

2 여가 및 교육증진 .349 .355 .228 .295 .416

3 건강한 삶 .289 .287 .191 .238 .337

4 생태계보전 .434 .418 .228 .359 .476

5 기후환경 개선 .334 .318 .187 .272 .368

6 경관적 미화 .232 .265 .228 .206 .323

7 안전한 먹거리 생산 .428 .427 .239 .364 .485

8 지역경제 활성화 .319 .317 .201 .268 .370

9 일자리 창출 .254 .255 .175 .21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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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다원적가치 분야별 지불의사금액 분석

제5장에서 AHP(계층화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의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제4장에선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

였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활용하여 다원적가치의 가중치에 따른 경제적

환산가치를 <표 5-44>과 같이 산출하였다.

다원적가치 분야별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으로 계산한 환산가치는 CVM의

경우 다원적가치의 총액은 18,825억원, 그 중 사회문화적 가치는 9,789억원,

환경생태적가치 5,836억원, 그리고 경제적가치 3,20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TCM의 경우 다원적가치 총액은 3,196억원이고, 그 중 사회문화적

1,662억원, 환경생태적 991억원, 경제적가치 543억원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표 5-44> 다원적가치 분야별 지불의사금액 분석 및 경제적가치 추정

분석모형 분야별
가중치

(평균)

지불의사금액(원) 경제적 가치(억원)

CVM TCM CVM TCM

모든변수

적용

사회문화적 가치 0.52 89,838 103,927 9,789 1,662

환경생태적 가치 0.31 53,557 61,956 5,836 991

경제적 가치 0.17 29,370 33,976 3,200 543

다원적 가치 1.00 172,765 199,859 18,825 3,196

지역변수1a

(거대도시)

사회문화적 가치 0.52 72,962 103,856 1,706 919

환경생태적 가치 0.31 43,497 61,914 1,017 548

경제적 가치 0.17 23,853 33,953 558 300

다원적 가치 1.00 140,312 199,724 3,280 1,767

지역변수1b

(대도시)

사회문화적 가치 0.52 63,128 103,841 566 687

환경생태적 가치 0.31 37,634 61,905 338 409

경제적 가치 0.17 20,638 33,948 185 225

다원적 가치 1.00 121,400 199,694 1,089 1,321

지역변수2

(수도권)

사회문화적 가치 0.52 76,825 103,862 2,831 1,178

환경생태적 가치 0.31 45,800 61,918 1,688 702

경제적 가치 0.17 25,116 33,955 925 385

다원적 가치 1.00 147,741 199,735 5,444 2,265

텃밭정원2

(근린생활권)

사회문화적 가치 0.52 69,735 103,835 1,901 320

환경생태적 가치 0.31 41,573 61,902 1,133 191

경제적 가치 0.17 22,798 33,946 621 105

다원적 가치 1.00 134,106 199,682 3,656 616

텃밭정원3

(농장공원형)

사회문화적 가치 0.52 79,019 103,792 1,038 154

환경생태적 가치 0.31 47,107 61,876 619 92

경제적 가치 0.17 25,833 33,932 339 50

다원적 가치 1.00 151,959 199,600 1,996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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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가치의 하위기준에 대한 항목별 경제적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5-45>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 의해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환산가치를 각각 산출하였다.

<표 5-45> 다원적가치의 하위기준에 대한 항목별 경제적가치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균)

지불의사금액(원) 경제적환산가치(억원)

CVM TCM CVM TCM

사회문화적 가치 0.52 89,838 103,927 9,789 1,662

공동체 활성화 0.19 32,825 37,973 3,577 607

여가 및 교육증진 0.18 31,098 35,975 3,389 575

건강한 삶 0.15 25,915 29,979 2,824 479

환경생태적 가치 0.31 53,557 61,956 5,836 991

생태계보전 0.13 22,459 25,982 2,447 415

기후환경 개선 0.10 17,276 19,986 1,883 320

경관적 미화 0.08 13,821 15,989 1,506 256

경제적 가치 0.17 29,370 33,976 3,200 543

안전한먹거리생산 0.07 12,094 13,990 1,318 224

지역경제 활성화 0.05 10,366 11,992 1,130 192

일자리 창출 0.04 6,911 7,994 753 128

다원적 가치 1.00 172,765 199,859 18,825 3,196

가상가치평가법(CVM)에 의한 추정의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 9,789억 원 중

공동체활성화는 3,577억 원, 여가 및 교육증진은 3,389억 원, 건강한 삶은

2,824억 원의 환산 가치로 각가 계산되었다. 하위기준의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는 상위기준인 경제적가치가 가지는 금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생태적 가치 5,836억 원 중 생태계본전은 2,477억원, 기후환경 개선은

1,883 억 원, 그리고 경관적 미화는 1,506억 원의 가치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 3,200억 원 중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1,31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1,130억 원, 일자리창출은 753억 원의 가치로 가각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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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법(TCM)에 의한 추정의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 1,662억 원 중

공동체 활성화는 607억원, 여가 및 교육증진은 575억원, 건강한 삶은 479

억 원의 가치로 산출되었다. 환경생태적 가치991억 원 중 생태계 보전은 415

억원, 기후환경 개선은 320억원, 경관적 미화는 256억원의 가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543억 원 중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224억원, 지역

경제활성화는 192억 원, 일자리창출은 128억 원의 가치로 환산되었다.

여기서도 공동체활성화, 여가 및 교육증진분야의 가치는 상위기준인

경제적가치가 가지는 금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허주녕 등 (2004)은 도시농업 참여 실태와 다원적기능 가치평가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참여 시민

들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23,041원(모수적), 22,753원(비모수적)으로 추정

하였다. 지불의사금액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① 식량공급 기능(37.8%, 311억 원) ② 환경보전 기능

(25.9%, 213억 원) ③ 교육문화적 기능(21.1%, 173억 원) ④ 공동체 형성

기능(15.2%, 25억 원)으로 각각 분석한바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상위기준

으로 분류한 사회문화적, 환경생태적, 경제적 가치 등 다원적 가치의 분류

체계가 부분적으로 다르고, 사회문화적 가치가 52%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허(2004)의 연구에서 유사한 교육문화적 기능이 21.1%로 낮게

나타난 것은 대조적인 연구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허(2004)의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기존 WTO, OECD, FAO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내용과 기존 국내 선형

연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가중치 평가 없이 활용한 점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 계층화분석법

(AHP)을 통해 구조도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그룹의 조사를 통해 다원적

가치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여행비용법과 가상가치

평가법으로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평가를 한 점은

선행연구와 비교해 차별성이 있고,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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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문제점과 과제

1. 도시농업이 당면한 문제점

앞서 제3장에서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도시농업

발전상 뿐 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있는 도시농업 발전의 한계점과

미약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도시농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즉,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텃밭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지속적인 운영에 제약이 많다.

<표6-1>의 국가별 도시텃밭 면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비

도시텃밭면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참여자 1인당 텃밭정원면적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1> 국가별 참여자 1인당 텃밭 면적

구분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참여자수(천명) 1,599 1,400 n/a 33,306

정원수(개) 102천개 1,226천개
190천개

(4,223농원)
10,250

텃밭면적(ha) 1,001 47,000 1,381 34,815

참여자 1인당

텃밭면적(㎡)
6.3 335.7 n/a 10.5

※ 자료 출처

- 한국 : 2017년도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1월)

- 미국 : USda Community Food Project Grant

        National Community Gardening Survey(1998년)

        Community Gardening Organization Survey(2011-2012)

        Community Gardens 2016 : 10,000개

- 독일 : http://www.kleingarten-bund.de (Bundesverband Deutscher Gartenfreunde)

- 일본 : 시민농원 개요(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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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와 주변의 유휴지 등 토지를 활용하여 텃밭

정원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록 도시농업공원이 공원법 개정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법을 집행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에서

기존 도시공원 내 텃밭정원을 운영하거나 신규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곳은 손에 꼽는다. 이에 대하여 중앙부처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서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

적인 지원과 업무조정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로 상추 등 엽채소와 고추,

토마토 등 열매채소를 재배한다25). 수확과 먹거리 측면에서 즐기는 참여자들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많은 도시텃밭정원이 채소 위주로만 재배되면

생태적 다양성 및 병해충 안전성이 취약해 지고, 주변과 어우러진 경관적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다. 즉, 도시농업이 보고 즐기고 먹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텃밭정원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교육과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생업인 농업인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

은데, 이를 해소하는 관점에서도 텃밭정원문화로의 전개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잘 활용치 못하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환경생태적,

사회문화적 상위가치에 포함된 여러 하위가치를 분석하였는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도시농업을 매개로 해결하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을 소재로 한 전후방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아직 민간주도의

투자가 이 분야에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환경생태적 문제, 공동체 활성화, 실버세대 평생학습, 그리고 청소년 인성

교육 등 많은 사회적 이슈에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중앙

부처에 도시농업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것도 큰 과제인 실정이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한국형 도시텃밭정원의 모델 개발과 도시농업을 생활

25) 도시농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농촌진흥청, 2010)에서 전체 응답자(380명) 중

텃밭재배 작물 1순위는 채소로 94.5%가 응답하였고, 고추 > 상추 > 토마토

순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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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절 과제별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앞서 4장에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도(가중치)와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4장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먼저, 다원적 가치의 상위기준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 > 환경 생태적

가치 > 경제적 가치 순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이것은

전문분야 그룹 모두 완전 일치하는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그다음 경제적 가치 하위기준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순이었다. 환경 생태적 가치 하위 기준은 생태계 보전 > 기후

환경 개선 > 경관적 미화 순이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 하위기준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 여가 및 교육 증진 > 건강한 삶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기

준에 대한 종합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동체 활성화 > 여가 및 교육증진 >

건강한 삶 > 생태계 보전 > 기후환경 개선 > 경관적 미화 >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의

선택대안의 종합중요도를 각 대안별로 정리하여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도시텃밭/정원조성’ > ‘텃밭공동체 조직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전문 인력 양성’ > ‘전후방 산업 활성화’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반면, 이해관계자(전문분야) 그룹별로 차이가 큰 분야는 가장

급선무인 1순위를 준 것이 그룹별로 차이가 났다. 대학 및 연구계는 체험/

교육프로그램개발에 1순위를 주었고, 현장 활동과 일반시민참여자는 텃밭

공동체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산업계종사자와 공무원은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1순위로 꼽았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이 분석한 다원적 가치와 선택대안의 중요도 및 우선

순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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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텃밭정원의 확대 조성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협소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도시텃밭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들이 주거지와 근거리에서 농사활동을

할 수 있는 주택인접형 도시텃밭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면적의 2.1%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전국은

57%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66%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경작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용의 편이성, 효과증대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단지 내에 텃밭 정원 도입이

필요하다.

1) 도심 유휴지 발굴과 텃밭조성 모델 개발

김 등(2010)은 부산지역 여건을 적용한 지역 커뮤니티 가든 운영모델을

개발하였는데, 도심형, 공원형, 학교형 등 3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도심형,

공원형 등 대상지 조사에서 선정기준은 접근성용이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을 5개 유형으로 분류

하여 <표6-2>에서와 같이 주거지형, 공원형, 공공시설형, 학교형, 그리고

외곽지형이다.

<표6-2> 도시농업 활용 가능한 대상공간 유형

유형 대상 공간 활용방안

주거지형
재개발 주택지역 공동체텃밭

아파트 단지 내 가족텃밭

공원형

기존 도시공원 활용 커뮤니티 가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농업공원

미조성 공원부지 한시적 시민농원

공공시설형 기반시설 지상부지 시민농원

학교형
학교부지 스쿨팜

대학교 부설 수목원 커뮤니티가든

도심 외곽지형 도시 외곽, 하천부지 시민주말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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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거지형은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참여형 도시텃밭 조성과 아파트 단지 밖의 어린이공원 조성 예정지를 이용

하여 어린이 체험텃밭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주거지에 인접한 옥외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용 부지로 설정된 면적을 공동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참여 및 커뮤니티

형성으로 조경면적을 채소 경작지로 조성 시 조경 보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공원형이다.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 공원 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생태학습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여 채소, 허브류 등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주제공원이 있는데

농업을 주제로 한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미조성 공원<표6-3>은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공공용지 또는 사유지로 수원시의

2009년 미조성 공원부지 면적은 8,871천㎡로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

텃밭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은 46,048㎡로 개발제한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장

군수에 의해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개발제한 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표6-3> 미조성 도시공원 현황

대 상 지역 개소 면적(천㎡)

미조성 공원부지 수원시 133 8,871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미조성 경기도 28 46,048

자료 : 수원시 공원과

기존 공원에 텃밭을 설치하는 것 외에 장기미집행공원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공원부지 예정지들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

었다. 장기미집행부지 중 60%이상이 공원부지로 그 규모는 상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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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지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그 만큼의 별도 공원 부지를 지정, 매입해야 하므로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 높은 부지의 매

입비용이다. 전국적으로 미집행부지 매입비용은 약 60조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원부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되어있는데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매입비용만 확보된다면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의 20% 정도이니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미집행공원

부지를 해결하는데 농업공원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서울시 도시

농업 마스터플랜 보고서 221p)

허주녕 등(2013)은 도시농업공원의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의 활용도와 도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의 시민농원과 북미의 커뮤니티가든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관기구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용하면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형이다. 철도, 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도시의 각종 기

반시설의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철로를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노출

부분은 성토하고 도시텃밭으로 조성한 일본 아그리세이죠(AgrisSeijo)를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은 철도 역사를 지하화하고 얻어진 지상부분

을 6㎡ 규모의 300개 텃밭으로 조성하였다. 수원시 화서동 물재생센터, 수

인선 복개철도의 지하화로 지상공간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학교형이다. 학교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스쿨팜을 조성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학구를 기본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도시텃밭

조성할 수 있다. 학교형은 도보로 접근성이 높으며 초등학생의 도시농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 학부형 모임을 주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교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

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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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린캠퍼스협의회사업(경기도내

80개 대학)은 대학 내 다양한 친환경 녹색 캠퍼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린캠퍼스 활동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외곽지형이다. 도심외곽에는 많은 농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공유지나 시유지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LH공사는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민농원법이 완비되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임대와 관련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번의 개정을 통하여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한

농지에 관하여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도시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텃밭

정원의 위치정보 제공 뿐 만아니라 활용 가능한 유휴지 정보 공유도 함께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텃밭공동체 조직화

오늘날 공동체는 무분별한 도시화 확대, 삶의 질 하락, 인간 소외 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주민 참여 의

커뮤니티 활동은 전통사회 이후 와해되었던 마을 공동체 문화를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그 실효성이 부각되고 있다.(강선미 등, 2014)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단위이다.

현재 246개 단체가 등록하고 참여자수는 8,400명으로 아직은 적은 수치

이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아파트단지별로 동네별로

텃밭공동체를 조직화하면 도시농업을 가장 기초단위에서 지속화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풀뿌리 조직으로 향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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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베스트 텃밭공동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공동체를 격려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

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앞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하드웨어적 부분인 도시텃밭정원 등

인프라 확충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도시

농업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프로그램 뿐 만아니라 도시농업의

외연적 확대방향으로 정원, 식물원, 인문학, 공예, 미술, 음악, 영화, 건강,

음식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농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더불어,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소규모 행사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 도시농업

실천의 달, 도시농업 지원센터, 박람회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은 생활밀착형 연구개발 추진으로

힐링 치유모델,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장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생활원예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 및 채소 소비를 하는

문화를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및 연계하는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4.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이 확산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

2012년 발표한 「도시농업 5개년 육성계획」에 의하면 도시텃밭 1,200ha

생성시 전문 인력 1,000명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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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전문 인력 수요 증가는 2011년 1천명에서 2015년 1만 명, 그

리고 2020년에는 무려 2만 명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농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45개소로

조사되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도시농업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급증

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최근 개정된2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시농업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단지 자격증만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외 사례를 그림과 같이 보면, 독일의

‘가든 컨설턴트’라는 전문가는 독일연방가든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자격을

인증 및 유지관리하며 클라인가르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미국(마스터가드너-EMG협회-커뮤니티가든)과

일본(시민농원코디네이터-시민농원연합NPO법인-시민농원)도 같은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진 기반위에서 전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6-1> 해외 선진국의 도시농업전문가와 민간협회

2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7년 3월 일부 개정되었으나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은 일부 지자체에서 2017년 7월부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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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은 도시농업의 정책 선택대안의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항목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생각한다.

해외 선진국에는 텃밭정원 가꾸기 도구, 씨앗, 식물모종, 퇴비 등 농자재,

가드닝 도구, 잔디깍기 등 동력 기구 그리고 다양한 정원가구 및 레저용품

등을 판매하는 원예가든 센터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2012)에

의하면 세계 정원 가꾸기 산업은 2011년 1,865억$에서 2016년 2,193억$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별정원 산업의 성장은 북미지역이 571억$로

4.7%, 중국은 196억$에 11.4%, 독일은 127억$규모에 8%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문헌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정원 산업의 경제적규모는 <표6-4> 와

같다. 자료는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부분을 제외하면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6-4> 한국의 정원산업규모

구 분 2010년 2011년 변화율
(11년/10년)

업체수(개소) 2,804 2,780 -0.9%

고용인력(명) 32,634 32,261 -1.1%

매출액(백만 원) 552,827 566,816 2.5%

고용인력(명)/업체수 11.64 11.60 -0.3%

매출액(백만 원)/업체수 197.1 203.9 3.5%

매출액(백만 원)/고용인력 197.4 203.9 3.3%

자료 : Worldwide Nursery, Garden Center & Farm Supply Stores(미국 BARNES REPORT)

해외 정원산업의 강자인 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업체수는 17.4%, 고용

인력은 19.2% 그리고 매출액 2.6% 수준이다. 업체수나 고용인력에 비해 매출액

수준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내 정원관련 개별 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고용 인력 1인당 생산

액도 매우 낮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 비교해도 고용 인력과

업체 수는 일본의 50%를 밑돌고, 매출액은 일본의 7%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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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5> 해외시장 대비 국내 수준 (%)

구 분 업체수 고용인력 매출액

독 일 70.7 70.7 9.8

일 본 43.2 43.2 7.7

미 국 17.4 19.2 2.6

자료 : Worldwide Nursery, Garden Center & Farm Supply Stores(미국 BARNES REPORT)

도시농업활동을 소득창출 목적으로 하는 유형은 많지도 않고, 대체로 비영리

취미와 여가활동의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시농업과 텃밭정원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것이 내수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양재동 인근의 농자재 유통업체들이 정원가든센터로 모습을 변모하여

도시농업 및 정원용 팬시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은 고무적인 모습이

라고 본다. 향후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통해 정원 자재 및 관련 유통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도시농업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다원적 가치들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정책적 선택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도시텃밭정원의 조성 및 보존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하여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코자 한 본 연구 주요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참여자 수나 텃밭면적에 있어 2010년 대비 2016년에

이르기 까지 8배 이상 성장해 왔으나, 참여자 1인당 텃밭면적은 6.3㎡ 수준

(2평 남짓)으로 매우 부족하여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해결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도시농업 활성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도시

농업공원은 현재 7개소에 불과하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공원의 경관적

요소와 도시텃밭의 생산적 체험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도심내 위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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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우수한 도시농업유형으로써 도시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공원은 생산적 경관과 텃밭정원 가꾸기 등 체험적 요소를 함께

공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주제공원으로써 도입이 필요한 도시

농업의 유형으로 현재는 서울시에 2개소, 경기도에 2개소, 기타지역에 3개소 등

7개소에 불과하다.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들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정책적

선택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출하고자

계층화분석법(AHP)활용하여 전문가 집단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정책 선택

대안의 종합중요도를 각 대안별로 정리하여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도시텃밭정원의 확대 조성’ > ‘텃밭공동체 조직화’ >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 ‘전후방 산업 활성화’ 순

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반면, 이해관계자(전문분야) 그룹별로 차이가 큰

분야는 1순위를 준 것이 그룹별로 차이가 났다. 대학 및 연구계는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에 1순위를 주었고, 현장 활동 일반시민참여자는 텃밭공동

체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산업계종사자와 공무원은 도

시텃밭정원 조성을 1순위로 꼽았다.

도시텃밭정원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기능 뿐 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같이 유무형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 및 환경재로 볼 수 있다.

도시텃밭정원의 가치는 도시텃밭정원의 확대라는 측면과 도시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도시텃밭정원이라는 공공재

(환경재)의 사회적 편익을 이용가치와 보존가치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도시텃밭정원의 비시장재 가치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사후적 후생측정으로 간접적 이용가치, 즉 도시텃밭정원의 각종 시설 이용의

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관점에서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

TCM)을 사용한다. 반면 도시텃밭정원을 가상적 시장으로 설정하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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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결과로써 예측된 미래의 후생정도, 즉 비이용가치를 포함하는 보상

변화측정은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여행비용법(TCM)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방문횟수와

방문비용을 변수로 하여 설정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지역변수1(거대도시)이 경우 소비자잉여가 33,9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변수1(대도시)는 33,948원, 지역변수1(중소도시)는 33,949원으로 산출

되었다. 수도권을 나타내는 지역변수2(수도권)는 33,955원으로 지역변수가

포함되는 소비자 잉여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도권에 위치한 거대도시의 도시텃밭정원 일수록 소비자잉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텃밭정원유형별 소비자잉여를 각각 산출한 결과, 유형1(주택활용형)은

33,948원, 유형2(근린생활권형)는 33,946원, 유형3(농장공원형)은 33,932원,

그리고 유형4(기타농촌형)은 33,949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는 텃밭정원

유형에 의한 소비자잉여가 지역특성변수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텃밭정원 유형내에선 유형1인 주택활용형과 유형 4인 기타․

농촌형의 소비자잉여(WT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도시농업육성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텃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변수를 달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

다. 도시텃밭 경험이 있는 경우의 소비자잉여 33,976원에 가치평가대상인

해당되는 도시텃밭정원 참여자수 1,598,886명을 곱하면 약 543억원의 연

간가치를 산출하였다.

지역변수에 따라 조사지역중 거대도시에 위치한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소비자잉여 33,953원에 도시농업 참여자 중 거대도시에 포함된 884,845명을

곱하면 약 300억원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같은 방법으로 대도시는 225억원,

중소도시는 191억원, 수도권의 경우는 385억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도시텃밭정원 유형별로 주택활용형은 소비자잉여 33,948원에 주택형

도시농업 참여자수 220,644명을 곱하여 75억원이 연간가치를 산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근린생활권형 105억원, 농장공원형 50억원, 기타형 1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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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가치를 비교하면 근린생활형의 연간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한 도시텃밭정원 조성에 대한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할 결과, 모든 변수를 적용한 경우의 지불의사금액

(WTP)는 29,370원으로 산출한 금액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변수1(거대도시)는

23,853원, 지역변수1(대도시)는 20,638원, 지역변수2(수도권)는 25,116원으로

각각 산출되어, 거대도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텃밭정원 유형별 지불의사금액(WTP)을 각각 산출한 결과, 유형1

(주택활용형)은 22,182원, 유형2(근린생활권형)는 22,798원 유형3(농장 공원형)은

28,185원, 그리고 유형4(기타 농촌형)는 25,833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도시텃밭정원 유형에 의한 지불의사금액(WTP) 중 유형 3인 농장․공

원형의 WTP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활용형의 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장 공원형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거지의 인근에서

경관과 텃밭이 잘 조성된 도시텃밭정원을 접하고자 하는 수요도가 다른

유형을 여행하는 방문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모든변수를 적용한 경우 지불의사금액 29,370원에 가치평가대상인

조사대상지역의 가구수 10,896,590호을 곱하면 약 3,200억 원이 계산되었다.

지역변수에 따라 조사지역중 거대도시에 위치한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지불

의사금액 23,853원에 조사지역중 대도시에 포함된 가구수 2,337,880호를

곱하면 약 558억 원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같은 방법으로 대도시는 185억 원,

수도권인 경우는 92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도시텃밭정원의 유형별 분석 결과, 주택활용형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

금액 22,182원에 해당 유형의 적용가구수 1,949,102호를 곱하면 432억원이

연간가치로 산출된다. 같은 방법으로 근린생활권형은 621억 원, 농장공원형

339억 원 등 각 유형의 경제적 가치평가 금액을 산출하였다.

종합하여 두 가지 파트로 산출한 도시텃밭정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금액은

가상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WTP값은 최소 20,638원～최대

29,370원인 반면, 여행비용법(TCM)에 의한 WTP값은 최소 33,953원～최대

33,976원으로 여행비용법(TCM)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이 가상가치평가법

(CVM)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행비용법(TCM)은 실제 사용가치(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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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를 추정하고 가상가치평가법(CVM)은 비사용가치(Non-user value)를

추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며, 이론적으로도 유효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CVM에 의해 산출된 가치평가금액은 해당된 가구수를 적용하여

특성변수에 따라 최소 339억원에서 최대 92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반면,

여행비용법(TCM)의해 산출된 가치평가금액은 관련 도시농업 참여자수를

적용한 결과 특성변수에 따라 최소 75억원에서 최대 300억 원 이었다.

AHP(계층화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의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도시농업의 주요 대상인 도시텃밭정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

하였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활용하여 다원적가치의 가중치에 따른 경제적

환산가치를 계산하였다. 모든변수를 포함한 모형에 의해 추정한 지불의사

금액으로 추정한 경제적환산가치는 CVM의 경우 다원적가치는 18,825억 원,

사회문화적 가치 9,789억 원, 환경생태적가치 5,836억 원, 경제적가치 3,200

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TCM의 경우 다원적가치는 3,196억 원, 사회문화적

가치 1,670억원, 환경생태적가치 999억원, 경제적가치 543억원으로 분석

되었다.

다원적가치의 하위기준에 대한 항목별 경제적 가치를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 의해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환산가치를 각각

산출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의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 9,789억 원 중

공동체 활성화는 3,577억 원, 여가 및 교육증진은 3,389억 원, 건강한 삶은

2,824억 원의 환산 가치로 계산되었다. 하위기준의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는

상위기준인 경제적 가치가 가지는 금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생태적 가치 5,836억 원 중 생태계본전은 2,477억 원, 기후환경 개선은

1,883억 원, 경관적 미화는 1,506억 원의 가치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 3,200

억 원 중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1,31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1,130억 원,

일자리창출은 753억 원의 가치로 계산되었다.

여행비용법(TCM)에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 1,662억 원 중 공동체활성

화는 607억원, 여가 및 교육증진은 575억원, 건강한 삶은 479억원의 가치로

산출된다. 환경생태적 가치 991억 원 중 생태계 보전은 415억원,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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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320억원, 경관적 미화는 256억원의 가치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

543억 원 중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224억원, 지역경제활성화는 192억원, 일

자리창출은 128억원의 가치로 환산되었다. 여기서도 공동체활성화, 여가

및 교육증진분야의 가치는 상위기준인 경제적가치가 가지는 금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 계층화분석법

(AHP)을 통해 구조도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그룹의 조사를 통해 다원적

가치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여행비용법과 가상가치

평가법으로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평가를 한 점은

선행연구와 비교해 차별성이 있고,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정책관련 선행연구는 해외 도시농업의 특징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활성화 방안에 연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도시농업의 현황 뿐 만 아니라 다원적

가치의 지향점과 경제적 가치평가를 다루고, 우리의 것과 비교한 후 활성화

방안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경제적 가치는 베를린시의 경우 3,160ha 면적의

클라인가르텐(7만개)에서 연간 42백만 유로 가치 이상의 농작물을 생산

한다. 또한 유럽의 도시원예 산업을 분야별로 원예 및 화훼분야(15억 유로),

나무육묘(10억유로), 채소류(13억 유로), 과일류(7억 유로)로 각각 추산하여

총 45억유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미국은 커뮤니티가든과 어반팜의 형태로 도시농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The Effect of Community Gardens on Neighboring Property Values의

연구에서 미국 뉴욕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든이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커뮤니티가

든이 개설되고 5년 동안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9.4% 상승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일본의 도시농업 유형은 시민농원이다. 전국 4,223개 농원이 있으며

1,381ha 규모이다. 도교도 전체의 도시농업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보전의

가치평가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 WTP값에 따라 376억 엔에서 2,1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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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의 경제적 가치평가액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일본 시민농원 운영에서 배울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먼저 어린이

청소년 학교 교육에서 ‘農’에 대한 교육을 가르침을 하고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이 아닌 생활가치로의 농심을 교육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을 통한 농촌과의 교류확

대와 더불어 해외농산물 대신 국산농산물을 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도(가중치)와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인 ‘도시텃밭정원 확대 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 ‘체험/교

육프로그램 개발 등’ > ‘전문 인력 양성’ > ‘전후방 산업 활성화’ 순으로

과제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한다.

첫째, 도시텃밭정원의 확대 조성은 도심 유휴지 발굴과 텃밭조성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주거환경이 공동주택

중심인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을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원 형으로 도시 주제공원을 조성 시 농업을

주제로 한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도시텃밭정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는데,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도시농업을 통한 다원적가치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정책제안

하면, 우리나라 도농교류 및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재원배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텃밭공동체를 조직화하면 도시농업을 가장 기초단위에서 지속화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그리고 인프라구축 등 하드웨어적 확대 뿐 만아니라 체험 및 교육프로

그램 개발은 도시농업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원예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 및 채소 소비를 하는

문화를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및 연계하는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도시농업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 실제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미국



- 149 -

(마스터가드너-EMG협회-커뮤니티가든)과 일본(시민농원코디네이터-시민

농원연합NPO법인-시민농원)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진 기반위에서 전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정원의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내수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통해 정원 자재 및

관련 유통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시장 확대를 기대

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텃밭정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사실, 텃밭과 정원을 영어로 번역하면

가든(Garden)이 되는 매우 가까운 용어로 볼 수 있다. 즉 도시텃밭정원은

어떤 의미에선 가든을 중복해서 사용한 단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많은 일반인들이 텃밭은 도시농업 활동에서 인지하고 있고, 정원은

꽃, 잔디, 나무 등 경관성 식물을 가꾸는 가든(garden)으로 인지하는 대체

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 측면을 아우

르는 용어로 굳이 도시텃밭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에 의해 관련 법이

최근에 제정되고 운영 중에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가든(garden : 텃밭 또는 정원)이 목적, 사용방법,

존재형태에 따라 채소가든(vegetable garden), 키친가든(kitchen garden),

얼롯먼트가든(allotment garden),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관상

정원(ornamental garden),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 공공정원(public

garden)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

문원 등 (2008)은 ‘원예(園藝)는 영어로 horticulture 또는 gardening이

라고 쓴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원예는 가정이나 사무실과 같은

생활 주변에서 화훼, 채소, 과수를 집약적으로 가꾸면서 관련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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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식물을 관상하고 수확물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적

원예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제목

이며 주제인 도시농업은 사실 원예 중 생활원예 또는 가드닝(gardening)이

정의하는 용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원(garden)은 꽃을 위주로 채소나 허브, 과수 등을 재배하는

작은 땅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전시의 목적도 가지는 생활공간이다(농촌

진흥청, 2015)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목원․정원 법에서는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 관리가 이루어

지는 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David Rae(2014)는 정원과 원예(gardening and horticulture)에

관한 소고에서 정원일(가드닝)은 가정이나 취미로서의 가드너에 의해

행해지는 여가활동으로, 원예는 통상적으로 생업과 관련된 전문 활동분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professional gardener와 amateur gardener 그리고

horticulturists 등을 언급하며 Royal Horticultural Society(RHS) 등 각종

학회, 협회, 민간단체에서 정원과 원예을 구분하는 개념의 다양성과 정의의

간결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농업과 정원에 관련법과 주무부처에 차이가 있어

용어와 개념정리에 있어 혼선을 줄 개연성이 많은데, 이러한 점을 해소

하는데 본 연구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추후 도시농업 관점의 도시텃밭과

경관적 미학적 관점의 정원을 아우르는 대상체인 ‘텃밭정원’의 객관적이고

공인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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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 문 지 >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와 정책수단의 중요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많은 도시농업 연구에서 도시농업의 개념과 다원적 가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

해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의 중요도와 관련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 ”를 조

사하여 정책단위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조사표는 학계, 현장 전문가, 일반시민, 산업계,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것이

므로 정성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평가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사로서 9점 척도로 된 문항

별 각각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소속
응답자
유형

성명 연락처

※ 응답자 유형 :

① 대학 및 연구계, ② 현장활동 전문가, ③ 일반시민(도시농업참여자)

④ 산업계 종사자, 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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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HP 설문 응답시 조사표의 작성 예시

※ 제시된 예제를 잘 읽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서의 각 문항을 답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성A의 중요성을 특성B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참고로 “매우”와 “확실히”의 중간 정도로 생각되면 5와 7의 중간수인 6으로 응답할 수 있음.

“비슷하게” 숫자 1

“약간” 숫자 3

“매우” 중요하면 숫자 5 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확실히” 숫자 7

“절대로” 숫자 9

※ 두 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다음과 같음.

1 : 비슷함, 2 : 중간 값, 3 : 약간 중요함, 4 : 중간 값, 5 : 중요함,

6 : 중간 값, 7 : 매우 중요함, 8 : 중간 값, 9 : 아주 매우 중요함.

<사례 1>

- 기준 1이 기준 2보다 ‘약간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준 1의

방향으로 ‘약간 중요하다’는 척도인 ‘3’의 빈칸에 √ 표기

중요도 ←………………………… 0 …………………………→ 중요도

<사례 2>

- 기준 2가 기준 1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비교 기준 2의

방향으로 ‘매우중요하다’는 척도인 ‘7’의 빈칸에 √ 표기

중요도 ←………………………… 0 …………………………→ 중요도

<사례 3>

- 기준 1과 기준 2가 ‘비슷하다’고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1의 빈칸에 √를 표기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기준 1 √ 기준 2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기준 1 √ 기준 2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기준 1 √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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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층 구조

그림 1.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의 AHP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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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도시텃밭

정원 확대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시민활동)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 본 설문은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의 최종목표와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의 상

위기준, 하위기준, 그리고 선택대안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견해

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AHP)을 이용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1>은 도시농업 활성화의 목표와 다원적 가치의 상위기준, 하위기준및 관련사업분야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3계층의 평가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164 -

Ⅲ. 상대적 중요도 평가

1. ‘다원적 가치’ 상위기준의 중요도 평가

<표 1> ‘다원적 가치’ 상위기준의 평가기준 개요

상 위 기 준 주 요 내 용

경제적 가치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된 가치 및 효과

환경생태적

가치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생태계 다양성 보전, 수질 및

기후환경 개선 등 관련된 가치 및 효과

사회문화적

가치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여가증진 및 교육활동, 신

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추구 등 관련된 가치 및 효과

1-1. <표 1>의 ‘다원적 가치의 상위기준’들 간의 중요도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경제적

가치

환경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환경생태

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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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원적 가치’ 하위기준의 중요도 평가

<표 2> ‘다원적 가치’ 하위기준의 평가기준 개요

상 위 기 준 하 위 기 준

경제적 가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생태적 가치

경관적 미화

생태계 보전

기후환경 개선

사회문화적 가치

건강한 삶

여가 및 교육증진

공동체 활성화

2-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느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하위 기준 주 요 내 용

안전한 먹거리 생산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한 농산물 생산, 영양이 풍부한 식량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 간 경제 불균형 완화, 연관(전후방) 산업개발 및

마케팅, 가정생활비 절약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일자리 창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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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농업활성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느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하위 기준 주 요 내 용

경관적 미화 도시경관 미화

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 개선, 자원(물,토양) 개선, 식량 운송거리 최소화

기후환경 개선 도시기후(미기후) 개선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경관적 미화 생태계 보전

경관적 미화 기후환경 개선

생태계 보전 기후환경 개선

2-3. 도시농업활성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느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하위기준 주 요 내 용

건강한 삶
신체적 건강(신체적 활동 증가), 자존감·성취감·만족감 향상, 식량

안보 및 영양개선

여가 및

교육증진

여가활동 장소제공, 정원교육, 교육·예술 활동장소 제공,

휴식·힐링의 장소제공, 원예적 치료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형성 및 회복, 세대간 유대감 및 소통 증진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건강한 삶
여가 및

교육증진

건강한 삶 공동체 활성화

여가 및

교육증진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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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사업의 ‘선택 대안’ 중요도 평가

<표 3> 정책사업의 ‘선택대안’ 평가기준 개요

선택 대안 주 요 내 용

도시텃밭·정원조성
도시텃밭정원(텃밭, 도시농업농장, 옥상농원, 도시농업
공원, 공동체텃밭 등) 의 확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을 지역에서 이끌어 나갈 전문가 양성 및 현장
에서의 활발한 활동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농업 발달과 함께 관련 농자재, 농기구, 모종 및 종자,
텃밭 도구, 교재, 가든센터 등 전후방 산업의 발달

텃밭공동체 조직화
(시민활동)

일반 시민에 의한 텃밭공동체 조직화와 마을단위를 기반
으로 한 지속가능한 텃밭 활동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

3-1. 각 상위기준 분류에 따른 하위기준의 정책사업 선택대안 중요도

□ 경제적가치 (상위기준)

1)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

요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느 선택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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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창출’를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느 선택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3)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느 선택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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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태적가치 (상위기준)

1) ‘경관적 미화’를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는어느선택대안이더중요하다고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2) ‘생태계보전’을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는어느선택대안이더중요하다고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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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환경개선’을 기준으로 ‘도시농업정책사업선택대안’의 상대적중요도와관련

질문입니다. 귀하는어느선택대안이더중요하다고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 사회문화적가치 (상위기준)

1) ‘건강한 삶’을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는어느선택대안이더중요하다고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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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 및 교육증진’을 기준으로 ‘도시농업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질문입니다. 귀하는어느선택대안이더중요하다고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3) ‘공동체 활성화’을 기준으로 ‘도시농업 정책사업 선택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질문입니다. 귀하는어느선택대안이더중요하다고보십니까?

중요도 ←……………………… 0 ………………………→ 중요도

특성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성 B

도시텃밭·정원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시텃밭·정원조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도시텃밭·정원조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도시텃밭·정원조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텃밭공동체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텃밭공동체 조직화
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설문에 정성껏 응답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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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정원 조성 및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A)

○ 도시텃밭정원은 농업체험의 도시텃밭과 정원의 성격이 있는 농업공원의 결

합으로 생성된 도시농업 자원으로 경관적 요소(보고 즐기는)와 체험적 요

소(텃밭가꾸기)가 공존하는 형태의 도시농업 유형입니다.

○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텃밭정원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비

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귀하가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도시텃밭정원은 조성되기 어

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도시텃밭정원은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귀하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을 향후 얼마나 비용을 부담(1년

에 1회)하실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I. 도시텃밭정원의 조성에 대한 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 문1. 부터 문3. 까지는 ‘도시텃밭정원’ 조성 시 귀하께서 세금으로 지불의사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아래 박스안의 제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제시 금액 5,000원

문 1. 귀하의 가구는 ‘도시텃밭정원’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가구당

[제시금액 5,000원]을 추가적으로 1회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1-1로 이동 ② 없다 → 문 1-2로 이동

문 1-1. 귀하의 가구는 ‘도시텃밭정원’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가구당

[제시금액의 2배 ] 10,000원을 추가적으로 1회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로 이동 ② 없다 → 문 1-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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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도시텃밭정원’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가구당 [ 제시금액의 1/2배 ] 2,500원을 추가적으로 1회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로 이동 ② 없다 → 문 3으로 이동

문 2. 세금을 지불하여 도시텃밭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

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도시경관 미화 ② 생태계 보존 ③ 지역환경 개선

④ 신체적 건강 ⑤ 자존감 및 자기회복력 향상 ⑥ 여가활동 증진

⑦ 공동체 활성화 ⑧ 안전농산물 생산 ⑨ 일자리 창출

⑩ 지역경제 활성화 ⑪ 세대간 유대감 증진 ⑫ 휴식 및 힐링

⑬ (적을 것 : )

문 3.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② 이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③ 이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④ 인근에 유사한 도시텃밭정원(주말농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⑤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⑥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이 도시농업공원(도시텃밭정원)을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⑦ 기타(적을 것 : )

문 4.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여가활동(여행, 레저 및 문화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

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③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④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⑤ 10만원이상～15만원미만 ⑥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⑦ 20만원이상～25만원미만 ⑧ 25만원이상～30만원미만 ⑨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⑩ 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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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귀하가 현재 참여하시는 도시텃밭정원의 방문 및 체험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일생 동안, 도시농업활동(텃밭가꾸기 등)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2. 귀하는 지난 한 해(2016년) 동안 도시텃밭정원 또는 도시농업공원을 몇 번이나

방문하였습니까? ( 총 회)

3. 도시텃밭정원으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가용(승용차) ④ 일반시내버스

⑤ 지하철 ⑥ 경전철 ⑦ 택시 ⑧ 기타 ( )

4. 댁 (또는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도시텃밭정원까지 오는데 소요된 교통시간은

얼마입니까? ( ) 시간 ( ) 분

5. 지난 해(2016년)에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해서 지출하신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동반자 비용 포함)

(교통비, 식비, 가타 잡비 등 포함해서 총_____________원) - 대략 작성

6. 도시텃밭정원 방문 활동으로 지출하는(또는 지출 하실) 총 경비의 내역을

작성해 주십시오.(동반자 비용포함)

지출내역 지출비용 작성시 참고사항

교 통 비

(한번 방문할 시 비용)
( )원

승용차를 가져올 경우,

(이동거리 × 유류비) 금액으로

환산해 주세요.

식음료비

(한번 방문할 시 비용)
( )원

집에서 도시락 등을 가져올 경우

대략의 금액으로 환산해 주세요.

체험교육비

(1년간 비용)

(텃밭임대료, 입장료,

교육비 등)

( )원
( )의 해당되는 비목에 동그라미

표시한 후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자재구입비

(1년간 비용)

(식물모종, 농자재 등)

( )원 씨앗, 모종, 퇴비,

기타비용

(한번 방문할 시 비용)
( )원

기타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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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고 느낀 총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점

8. 이 곳에는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① 혼자서 ② 부부・자녀・가족 동반 ③ 연인 및 친구

④ 직장 동료 ⑤ 친목 / 동호인단체 ⑥ 종교단체

⑦ 기타 ( )

9. 함께 오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명 )

10. 도시텃밭정원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어느 장소에서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

11. 도시텃밭정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확물들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빈 칸에 작성하신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12. 도시텃밭정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가능)

① 가족들을 위한 식재료 ( %) ② 친척 및 이웃과 나눔 ( %)

③ 동네 장터에서 판매 ( %) ④ 기타 ( )( %)

① 주변 지인의 권유 ② 귀농 / 귀촌을 대비해서

③ 안전한 먹거리 조달 ④ 농촌 / 농사에 대한 향수

⑤ 취미 / 여가활동 ⑥ 자녀들의 체험학습

⑦ 관상용 ⑧ 기타( )

① 국립공원 ② 골프장 ③ 영화관

④ 등산(인근의 산)
⑤ 놀이공원(예 : 에버랜

드)

⑥ 유적지 (예 : 경

주)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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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하의 도시농업활동이 로컬푸드 및 농촌체험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1 이전보다 채소를 많이 먹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채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다 ① ② ③ ④ ⑤

3 같이 활동을 하며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도시텃밭을시작한 이후 예전보다더욱건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횟수가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수확물을 나누며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7
도시텃밭에 참여하면서 우리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도시텃밭에 참여하면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로컬푸드) :

○○시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도시텃밭을 시작한 이후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등으로 ○○시 인근에서 재배된 농산물(로컬푸드)

을 파는 매장 또는 직매장을 찾아서 구매해 본

경험이 있다

①

(10회

이상

)

②

(7-9

회)

③

(4-6

회)

④

(1-3

회)

⑤

(0회

)

10
값이 동일하다면 기존에 구매하던 상품보다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소비싸더라도지역농산물을구매할의사가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도시텃밭은 인근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도시텃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환경보전 등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주변 사람들에게 도시텃밭 가꾸기를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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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답변하신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 또는 ✔로 답

변하여 주십시오.

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문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문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문 4. 가족의 연간 소득수준은?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④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⑤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⑥ 6천만원 이상

문 5. 귀하의 가족구성원은?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조사에 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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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valuating the Diverse Value of
Urban Agriculture and its Activation Plan

Lee Wonsuk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trategy to facilitate its

activation plan on urban agriculture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to evaluate diverse values of the urban agriculture.

The Urban Garden, defin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concept encompassing urban agriculture parks, residential garden,

neighborhood garden, urban farm, school garden and rooftop garden

inner city.

In order to create urban farm more and to preserve the diverse

value of urban agriculture, the demand function on urban agricultural

activities and willingness to pay(WTP) is analyzed for urban garden

gardens using travel cost method(TCM)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respectively.

The survey was performed on people who located at 19 cities

across the nation during March through April, 2017 year and 588

valid samples was obtained.

Applying the truncated regression as the Tobit model on the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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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unction to urban garden, it was analyzed by visit experience

status separately and characteristics of the garden. The characteristic

is the size of the city and the area of the city where the garden is

located. The results of TCM（travel cost method) application for visit

demand to urban garden show that consumer surplus(CS) was

estimated between 33,932 to 33,976 KRW by variables characteristic.

And the results of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application

for urban garden, specially using bivariate dichotomous choice model),

the mean of WTP(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between 27,460

to 31,190 KRW by variables characteristic.

Based on survey of 58 expertises related with urban agriculture, a

series of pairwise comparison judgement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ative strength or intensity of impact among the elements in the

hierarchy.

A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on the priority and importance of

diverse values on urban agriculture, five kinds of policy alternatives

for activation of urban agriculture was applied in this study.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most priority among the policy

alternatives is Expanding the supply of urban gardens.

The priority that appears in the next order show that Expansion of

garden community, Developing experiences and training programs,

Promotion of Urban Agricultural Experts, and Development of front

and rear industries linked to urban agriculture.

keywords : Urban Agriculture, Urban Garden, Diverse Value,

Travel Cost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alytic Hierarchy Process

Student Number : 2007-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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