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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먹거리 파동, 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른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
이 직접 작물을 키움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기대효과의 관심이 증대되는 가
운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도시농업 법률 제정과 함께 정부가 도시농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
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수요의 특성파악과 참여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말농장에
초점을 맞춰 참여자의 특성 파악과 그에 따른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주말농장의 유형을 이용형태에 따라 분류하였고, 참여자와 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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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참여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농장 참여자는 이
용기간과 도시농업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농업 교육을 필요로 하며,
도시농업 교육이 주말농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말농
장을 통해 생산된 잉여 생산물에 대해 교환이나 기부의향이 높다. 셋째,
주말농장의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이용형태가 다르며,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유형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농업·농촌
에 대한 긍정도와 귀농·귀촌 의향이 주말농장 참여의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특히, 현재 주말농장 참여가 참여의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주말농장 활성화 전략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주
말농장의 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또한 주말농장 내 도시농업 교육을 위한 교육 인력 확보방안이
요구되며, 도시농업 농산물 교환 및 기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말농장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참여결
정요인을 분석하여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조사 범위를
일부 지역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농업 실
태조사를 통해 자료가 보완된다면 보다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도시농업, 주말농장, 참여 결정요인
학번: 2010-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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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도시의 집중화 현상은 주변 환경악화는 물론 지역공
동체 파괴, 녹지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2006). 또한 도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운송·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연료 등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0년 국내
곡물 자급률은 26.7%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문제와 더불어 국내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최근 도시민의 소득과 여가시간 증
가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관을 활
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1)’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
하는 소득 창출의 경제적인 기능보다는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환경 개
선, 여가활동, 생태 교육, 사회 참여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지닌다(장
동헌, 2009; 김태곤 외, 2010; Jac smit, Joe nasr, 1992; Rachel. J. slater,
2001). 특히, 도시민이 직접 농작물을 키움으로써 국산 농산물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 변화는 물론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대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최근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주말농장이 각광 받고 있
다. 이미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Local Food, Food
Mileage에 대한 대안으로 주말농장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2012년 5월 법이 시행되었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도시농업의 정의.

- 1 -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말농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실태조사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왔다. 하지만 주말농장에 대한 개념이 서로 상이하고
주말농장의 일부 유형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
인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농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농장 참여자의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주말농장 참여자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요인이 주말농장 참여를 결정짓게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말농장
참여자의 특성 파악과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도시농업의 범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본 연
구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에
의거하여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
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동
일 법안에서 규정하는 도시농업의 유형에 따라 농장형 도시농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서 농장형 도시농업이란 통상 주말농장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말농장의 유형을 이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
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말농장 참여자의
특성 파악과 참여 및 참여의향 결정요인 분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 설문 대상은 주말농장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
치한 일상형 주말농장과 주말형 주말농장, 체재형 주말농장을 설문 장소
로 한다. 설문 내용은 ①사회·경제적 특성, ②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③도시농업 관련교육 등이며,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설문 완료 후에는 빈도분석 및 기초통계량과  검정, -검정,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사용하여 도시농업 참여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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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달리 되고 있지만
크게 공간적인 측면과 참여자의 목적, 역할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과 도시근교에서 행해지는 농업을 의미하며, 최근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이란「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
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김태곤 외, 2010). 다음으로 참여자의 목적
에 따른 도시농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도시 또는 도시근교에서 일
어나는 영리 목적의 농업 활동 즉, 산업으로서 도시농업을 바라보는 시
각(강기남 외, 2007; 장동헌, 소순열, 2005)과 도시지역에서 여가나 자급
자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농업 활동 즉, 취미로서 도시농업을 바라보
는 시각(황정임 외, 2010)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모두
포괄하자는 시각(이창우, 2005; 김태곤 외, 2010)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역할에 따른 도시농업의 정의는 산업적 기능에서 환경보전 기능과 문화·
교육·사회적 기능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김수봉 외, 2002; 박용범,
2010; 장동헌, 2009; 김태곤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가나 체험
등 비영리 농업 활동으로서의 취미적 도시농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춰 도시농업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도시농업’이란 도시
거주민이 생업을 제외한 취미, 건강, 교육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및 근
교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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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농업 가치평가
최근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즐기고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면서 도시농업의 한 형태인 주말농장
이 각광받고 있다. 주말농장은 다른 여가활동과는 달리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므로서 어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주며, 자녀들
에게는 농업에 대한 이해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김성수 외, 2002). 또한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 내 녹지가 형성되고 곡물
자급률이 높아지면 수송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저감 등 도시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나영은, 2010).
이렇듯 도시농업의 사회적·교육적·환경적 가치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나
승일 외(2000)의 연구에서는 주말농장 참여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였
다. 먼저 부모의 경우,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가족화목도모 등 주말농장
참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자녀의 경우, 근면, 환경보호 인식,
재배 지식·기술 습득 등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김성수 외(2002)의 연구에서는 주말농장 참여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
해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이었으나 자녀교육과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 및 가족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헌 외(2006)의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인식 및 보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도시민들은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그중에서 경관·녹지, 휴식공간 제공의 역할을 높게 평가
하였다. 또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가구당 연
간 기부금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2) 그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임주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의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해 신도시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장 임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2) 전주시민의 가구당 도시농업 보전에 대한 가치는 월평균 216백만원,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액
은 2,592.5백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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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신도
시주민의 도시농장 지불의사금액은 도시농장이용자의 토지임대비용보다
는 크고 토지임대비용과 교통비용을 합산한 금액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신도시주민도 도시주민과 마찬가지로 도시농업에 대한 투자
의 의미로 가치를 갖고 있다.
김태곤 외(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을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
정결과 일반소비자보다 텃밭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는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을 의미하며 나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관광·농산물 직거래 등
한국 농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농업 실태와 가치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보고하였듯이 그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다.
윤상헌 외(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도시농
업 모델과 법적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단기 실천모델과 중장기
실천모델을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하므로서 도시농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민수, 박덕병(2006)의 연구에서는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용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적 서비스 품질 중 하나인 편의시설 개선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강기남 외(2007)의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와 텃밭이용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텃밭조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방안까지 대안을 제시하므
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과정에서 도시농업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 5 -

유찬주, 장동헌(2002)의 연구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의 인
식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주말농장 운영에 필요한 실증적 요인을 분
석하여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
주말농장 내 현장지도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제4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도시농업 현황 개괄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위치를 살
펴본다. 제3장에서는 설문의 개요와 결과를 제시하여 주말농장 참여자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을 논한다. 제4장에서는 주말농장 참여결정요인 분
석을 위한 모형을 설명하고 변수설정과 함께 분석 및 결과해석을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도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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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농업 현황
제1절 국내 도시농업 현황
1. 도시농업의 역사
도시농업은 최근에 생성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의 역
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일찍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산업화를 통해 빠
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도시농업의 모태
가 되는 개념이 탄생하고 도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
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농
업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92년 서울시 농촌지도소(현 농업기
술센터)에서 60명의 회원으로 ‘주말농장’의 형태로 도시농업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 이듬해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메스컴의 영향으로 인해 회
원수가 1,200명으로 늘었으며, 당초 1개소였던 주말농장의 수도 7개소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농협중
앙회에서도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대도시 근교에 ‘농업 체험장’을 개설하
게 되었고 1994년도에는 전국 단위농협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수봉 외, 2002). 최근에는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심텃밭, 생
태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베란다텃밭, 옥상농원, 수직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시도되고 있다(나영은, 2010).
2.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의 유형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민간단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①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② 근린생활권 도시
농업, ③ 도심형 도시농업, ④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⑤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으로 분류한다. 먼저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이란 주택·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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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에는
주택텃밭, 상자텃밭, 베란다 텃밭 등이 있으며 도시민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유형이다.
다음으로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이란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
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자투리텃밭과 테마정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녹지공간 조성과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 번째, 도심형 도시농업이란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
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
시농업이다. 도심형 도시농업에는 옥상텃밭, 식물공장, 도시녹화가 있으
며 농산물 생산 이외에 대기정화, 에너지절감, 소음감소 등 환경보호 역
할이 크다.
네 번째,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이란 공·민영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공
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여기에는 주말농장과 도시농업공원 등이 있
으며 영농 공간, 교육·체험 공간, 휴식 공간 등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공
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
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스쿨 팜과 농촌교
육농장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학교 내의 텃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체험을 진행하는 등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지태관, 2012).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도시농업법
에서 규정하는 도시농업의 유형 중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 주말농장의 유형
주말농장은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도시농업법 제8조에 의하면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에 속한다(지태관, 2012). 도시농업에서는 주말농
장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시민농원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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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2010)과 지태관(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입지에 따른 분류이다. 즉, 주말농장이 이용자가 거주하는 도시
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척도가 되며, 그 거리에 따라 도시형, 도시
근교형, 농촌지역형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형은 이용자의 거주지
역 내 또는 그 인접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자동차로 10~20분 거리에 위치
한다. 도시 근교형은 자동차로 30분~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농촌지
역형은 1시간~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주말농장이다.
둘째,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즉, 이용자의 활동형태에 따른 유형
으로 일상형, 주말형, 체재형으로 나뉜다. 일상형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가깝고 구획면적이 작아서 체재시설이 없는 유형이며, 주말형은 거주지
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당일치기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는 주
말농장으로 중소규모의 농장이다. 다음으로 체재형은 숙식이 가능한 체
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으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벤치마킹한 유형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양평군과 연천군에 처음으로 조성되
었으며,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일상형과 주말형에 비해 그 수가 적
은 편이다.
셋째, 운영주체 따른 분류이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다섯
개의 주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행정기관이 운영 주체인 주말농장
이 있다. 행정기관 운영 주말농장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
적 임대료가 저렴하고 농장의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 다음으로 농업
기술센터가 운영 주체인 주말농장은 작물재배기술을 직접 지도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으로 일정 교육을 받은 텃밭전문가가 강좌를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운영하
는 주말농장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나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여 주말농장
을 개설한 유형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소득을 목적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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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도시
근교형
농촌
지역형

<표 2-1> 주말농장 유형별 입지 관계
일상형
주말형
체재형
○
행정기관/농업기술
△
×
센터/시민단체/개인
○
△
△
시민단체/개인
○
×
×
행정기관과
마을단위 협력

주: ○: 주로 입지, △: 입지 가능, ×: 입지 곤란
자료 : 최정민(2010), 지태관(2012)의 주말농장 유형을 재구성

3. 도시농업정책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정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농
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9월에 녹색성장 대책 수립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생명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안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
었다(김창길 외, 2010; 이충원, 2010). 이밖에 2007년 서울특별시 친환경
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조례, 2009년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0년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0년 상반기부터 도시농업이 공론화되기 시
작하였고 도시농업에 대한 언론, 시민, 단체 등의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
으로 늘어났다(나영은, 2010).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 단
계로 도시농업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도시농업 대한 지원
또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농장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개괄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과 주말농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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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농업육성법
정부는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고 2012년 5월 23일 법이 시행되었다. 도시농업법의 목적(제1조)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
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
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
업으로 정의(제2조)하고 있다.
도시농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5조 및 제6조), 둘째,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제7조), 셋째, 실태조사 실시(제9조), 넷째,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ㆍ지정
(제10조),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기술개발(제11조 및 제12조),
여섯째,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등(제13조), 일곱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여덟째,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제17조), 아홉째, 교류ㆍ협력 시책의 추진 등(18조 및 제19조), 열 번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0조), 열한 번째,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기준(제21조)이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정부는 도시농업 육성 추진체계 마련 및 미래형
기술 개발, 정부간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및 ‘미래형 식물생산 산업화 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다. 또한 6월 ‘제1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농업 육성 조
례 제정을 2011년 21개 지자체에서 4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도시농업의
저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의 관
심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이 더욱 활발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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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정책
우리나라는 도시농업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
업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해왔다. 2007년에는 서울시에
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경기도에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2012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준비중에 있다.
1) 서울시 도시농업정책
서울시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경
제과와 도시농업팀을 중심으로 주말농장 육성,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주말농장
서울시 생활경제과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팔당상수원
지역인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에 희망서울친환경농장3)을 운영·지원하
고 있다. 서울시 생활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체 주말농장의 수는
총 13곳으로 남양주시와 양평군에 각각 4곳, 광주시에 5곳이 있다. 희망
서울친환경농장의 전체 모집구획은 7,000구획으로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참여비용은 1구획(16.5㎡)당 60,000원으로 임차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선착순 인터넷 신청으로 구
획선택이 자유로워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
내용은 임차료의 50% 지원, 채소씨앗(모종), 유기질비료, 천연방제제 제
공, 소농기구세트 50% 지원, 작물재배방법 정보제공 등이다. 희망서울친
3) 희망서울친환경농장이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류의 상수원관
리지역 안에서 서울시민이 손수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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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장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과 천연방제제를 이용하여 영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분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운영방식
지원농장

<표 2-2> 희망서울친환경농장 지원 현황
내용
2012년(계속)
서울시 거주 시민, 직장 및 단체
임차료의 50% 지원, 채소씨앗(모종), 유기질비료, 천연방
제제 제공, 소농기구세트 50% 지원, 작물재배 정보제공
참여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2월)
→구좌선택(제한없음)→결제(3만원, 나머지 3만원은 서울시
에서 지원)→영농(1년)
지원농장 : 13개소
분양면적 : 1구좌 당 16.5㎡, 총 7,000구좌
분양금액 : 1구좌 당 3만원

자료 :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199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텃밭농원을 지원
해오고 있다. 2012년 지원하고 있는 텃밭농원의 수는 총 34개소로 규모
는 177,442㎡이며, 올해 텃밭농원 활성화 목표에 따라 지원 규모를 89개
소(348,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영농기술지도 및 농장
주 경영컨설팅 제공, 텃밭교재 배포, 친환경 퇴비 지원, 참여자 모집 홍
보 지원 등 이 포함된다. 운영방식은 텃밭농원 운영 희망자가 관련 신청
서를 작성하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류·현지 심사 후 지원 농원
대상을 선정한다. 텃밭농원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2월부터 농원 개
장 전까지 해당농원에 직접 신청 후 회비를 납부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회비는 한 구좌당 60,000원~120,000원으로 농원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 기간은 보통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이며, 1구좌 당
면적은 9.9~16.5㎡ 정도로 추가 구좌 신청도 가능하다. 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상추, 배추, 열무, 쑥갓, 아욱 등 채소 종류이며, 밭갈이 및
- 13 -

이랑 만들기, 밑거름 주기, 종자·비료·모종 준비 등은 해당 농원주가 담
당한다.
구분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운영방식
참여농장

<표 2-3> 서울시 주말농장 지원 현황
내용
1992년부터 2012년(계속)
도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
영농기술지도 및 농장주 경영컨설팅 제공
텃밭 교재 배포
텃밭농원 입간판 제작 설치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
친환경 퇴비 지원
참여자 모집 홍보 지원
참여희망 농장 선정(농업기술센터)→회원모집(도시민은 참
여 희망하는 농장선택 후 회비 납부)→영농(1년)
해당농장에서 재배기술 교육, 상담
모집인원 : 34개소 10,192명
분양면적 : 1구좌 당 9.9~16.5㎡, 총 177,442㎡
분양금액 : 해당 농장별 1구좌당 5~15만원

자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김태곤 외(2010)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재구성

나) 실버·다둥이가족농원
실버농원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텃밭을 제공하는 사업이
다. 2009년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에 처
음으로 개설되었으며, 2011년에는 규모를 늘려 강서구에도 실버농원을
개설하였다. 2012년 총 모집인원은 5인 공동체 기준으로 120공동체, 600
명이며, 공동체별 33㎡ 규모의 텃밭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종자
및 모종 지원과 농기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면시설과 이동식 화장
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운영방식은 2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참
여 공동체(공동체는 5인으로 구성)를 모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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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
까지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다둥이가족농원은 3자녀 이상을 둔 가족(단,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텃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0년 100가
족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실버농원과 마찬가지로 2011년 강
서구에도 개설하였다. 2012년 모집인원은 총 200가족으로 가족별 9.9㎡
규모의 텃밭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타 지원 내용과 운영방식은 실버농원
과 동일하다.
다) 복지형 공동체 텃밭
복지형 공동체 텃밭은 텃밭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다문
화 가족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2012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다
문화가족농원는 총 50가족으로 운영되며 지원내용 및 운영방식은 실버·
다둥이가족농원과 동일하다.
장애우공동체 텃밭농원은 장애우들에게 원예치료와 재활을 돕고 나아
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선
착순 모집을 통해 1개 단체에게 총 600㎡ 규모의 텃밭을 무료로 제공한
다.
라) 옥상농원
옥상농원은 다중이용시설인 복지관, 어린이집, 학교, 공공단체 등의 옥
상을 활용하여 농원을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옥상농원 조성 사업은 2010년 25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15개 단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55개의 옥상농원이 조성되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옥상농원 설치뿐만 아니라 옥상농원 운영 방법 및 작물 재배
교육도 포함된다. 운영방식은 1~2월 사이 참여희망단체 모집과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한해 운영 방법 및 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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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3~4월 사이에 옥상농원을 설치한다.
구분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운영방식

<표 2-4> 옥상농원 지원 현황
내용
2010년부터 2012년(계속)
다중이용시설(복지관, 어린이집, 학교, 공공단체 등)옥상
등 식물재배가 가능한 장소
15개소 내외 자치구별 1~2개소, 개소당(50~100㎡)
옥상농원 설치, 식물식재(채소, 화훼, 특용작물, 허브 등)
옥상농원 운영 방법 및 작물재배 기술 교육
참여희망단체모집(1~2월)→심사·선정(2월)→사전교육(3월)
→농원설치(3~4월)→작물식재(4~11월)

자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김태곤 외(2010)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재구성

마)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00명의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교육 대상자는 농업
계졸업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관련 퇴직자 등으로 활동에 필요
한 이론 및 기술교육을 10일동안 무료로 받게 된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
업의 이해와 중요성, 토양과 비료, 병해충관리, 텃밭채소 재배, 옥상농원
등이다. 수료생 중 교육 출석률이 80%이상이고 평가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도시농업 전문가로 선발된다. 선발된 인원은 향후 도시농업 전
문가로 서울시와 구청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현장에서 자원봉사자
로 활동하게 되다. 현재 도시농업전문가로 활동할 제1기 도시농업전문가
를 배출하였고, 제2기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바)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및 도시농업 전시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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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
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자연학습장(5,533㎡), 친환경농
업체험학습장(9,000㎡), 도시농업 실습교육장(11,911㎡)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시민자연학습장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 오곡작물, 약용작물, 원예작
물 등 농작물 전시 및 어린이 자연학교 운영 및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업 체험 교육장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하며 키친가든, 친환
경자제 체험실습장, 친환경작물 재배포장,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도
시농업 실습교육장은 고양시 도내동에 위치하며 귀농창업 및 전원생활교
육생을 대상으로 농작물재배 현장 실습등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도시농업 전시관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 운영되며, 농업변
천사, 도시농업 모델 전시, 첨단농업 식물공장 모델 전시 등 농업·농촌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 이해를 위해 시민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 도시농업 관련 교육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의
이해 및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Green tour) 교육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 내에 있는 농가 견학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업
이해증진 및 여가문화 정착을 농업인에게는 우수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
한 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도시농업을 널리 알리고자 2008년 처음으로 실
시되었다. 2012년에는 가족·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그린투어 과정(총20
회)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첨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밖에도 초등학
교 원예통합 프로그램 운영(에코스쿨존 사업), 녹색생활화 가정원예 교
육, 친환경생활 강좌, 전통생활문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도시농업교실 운
영, 귀농·전원생활 교육, 전통음식 교육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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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도시농업정책
가) 주말농장
경기도는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의 욕구에 따라 2007년부터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농작물 재배, 취미생활 등 영농과 휴식을
겸한 5도 2촌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체재형 주말농장은 기본적으로 숙
식이 가능한 체재시설과 농장으로 구성되며, 체재시설 안에는 에어컨, 냉
장고, TV가 필수로 설치된다. 체재시설은 통나무집, 돔하우스, 황토집 등
농촌친환경 건축을 기본으로 하며 토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와 토지 이
용 및 등기 권리상 제한이 없는 부지여야 한다. 경기도는 체재형 주말농
장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사업신청을 받
아 마을의 주변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화합,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
성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사업 초기 체재형
주말농장의 지원조건은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자부담
비중이 낮았으나 2011년도부터는 자부담이 40%로 조성 마을의 부담 비
중이 높아졌다.
구분
사업량
사업비
도 비
보조
시군비
자부담

<표 2-5> 체재형 주말농장 지원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개마을 5개 마을 6개 마을 4개 마을 3개 마을 2개 마을
(10동) (25동) (30동) (20동) (15동) (10동이상)
39,500 115,000 138,000 92,000 69,000 50,000
16,000 46,000 33,120 22,080 12,420 9,000
16,000 46,000 77,280 51,520 289,80 21,000
7,500 23,000 27,600 18,400 27,600 20,000
(20) (20) (20) (20) (40)
(40)
:

자료: 경기도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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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형 주말농장의 규모는 체재시설 5동 이상이며, 1동의 부지는 495
㎡(농장 429㎡, 체재시설 66㎡)이다. 대상부지는 전, 답, 과수원, 실제 농
작물 경작지와 토지 이용 및 등기 권리상 제한이 없는 부지여야 한다.
체재형 주말농장은 체재시설과 농장의 규모에 따라 기본1형, 기본2형, 자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전체
규모
동당
규모
체재
시설
농장
규모

<표 2-6> 체재형 주말농장의 유형
기본1형
기본2형
자유형
체재시설 5동
체재시설 10동 체재시설 5동이상
부지 2,475㎡
부지 2,475㎡
부지 2,475㎡
총 건축연면적
체재시설 66㎡,
체재시설 50㎡
195㎡이상
농장 330㎡
농장 165㎡
농장 1,650㎡
바닥면적
20㎡
바닥면적 26㎡ 데크 등 공간면적
다락면적 13㎡
최대 확보
과수·유실수(132㎡) 과수·유실수
약초·산채(132㎡) 약초·산채(125㎡)
채소밭(66㎡)
채소밭(40㎡)

자료: 경기도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체재형 주말농장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마을주민이 임대, 관리, 및 소득
액(임대료)의 사용 등을 마을 자치규약으로 정한다. 임대기간은 1년으로
입주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다. 수입금은 전액 마을기금으로 예치한 뒤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지 임차의 경우에는 매년 수입금의 20% 이
하를 임차료로 지급한다. 또한 수입금의 1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
하게 하여 시설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0세 및 2
인 가족 이상의 도시민(읍․면 지역 거주자 제외)으로 입주자의 주민등
록지 이전, 상시거주를 금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최고가격입찰제와 차
순위가격입찰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접수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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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운영 1년 이후에는 마을의 운영여건에 따라 선정 방법을 달리하고 있
다.
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농업 확산을 통한 Green Gyeonggi-do를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 육성을 목표
로 ‘도시농업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 지도자 과정은 향
후 도시농업 희망자와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스터
가드너를 육성하기 위한 초급과정으로 7개월동안 도시농업에 대한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텃밭 설계, 작물재배 이론, 생
활원예 이론·실습 등 도시농업관련 교육과 강의기법 및 리더십 이론과
같은 리더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모집인원은 40명
으로 도시농부학교, 원예치료 등 소정의 교육이수자와 주말체험농장, 농
업경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로 지원된다.
3) 부산시 도시농업정책
부산시는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뒷받
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주말농장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도시민의 안식처
및 휴식공간 제공과 친환경 농작물 재배를 통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도시민의 영농체험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강화 및 정서함양을
위해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
는 주말농장은 9개소로 주말농장에 대한 인터넷 홍보와 작물별 연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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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술 상담, 주요 작업요령 연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분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운영방식
참여농장

<표 2-7> 부산시 주말농장 지원 현황
내용
2012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
인터넷 홍보: 농장소개, 농장소식 등 기본정보 제공
작물별 연중 재배기술 상담
주요 작업요령 연시교육
참여희망 농장 선정(농업기술센터)→회원모집(도시민은 참
여 희망하는 농장선택 후 회비 납부)→영농(1년)
모집인원 : 9개소 900명
분양면적 : 1구좌 당 33㎡
분양금액 : 해당 농장별 1구좌당 8~13만원

자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주요 업무

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부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지역 텃밭활동에 의욕이 있는 시민 20명으로 교육시
간은 20회(주2회), 80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내용은 도시
농업 이론과 작물재배 이론 및 실습, 텃밭설계 및 프로그램 진행요령 등
이다.
<표 2-8> 부산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현황
구분
내용
운영대상 지역 텃밭활동에 의욕이 있는 시민 20명
교육시간 20회(주2회) 80시간(이론 40%, 실습 60%)
이론, 작물재배 이론 및 실습
교육내용 도시농업
텃밭설계 및 프로그램 진행요령 등

자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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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심속 농업활동 공간 확대와 도시농업 시
민문화 정착을 위해 도시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
저 소비자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생활 속 도시농업실천을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식물 관리요령, 베란다원예 등
을 교육한다. 또한 도시민 농촌그린투어 운영을 통해 농산물수확과 농사
체험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교에 학교텃밭과 원예텃밭을
운영하여 생태 교육 및 도시농업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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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부산시 도시농업 관련 교육 지원 현황
구분
내용
소비자 사업대상 부산시민, 10회 250명
원예활동 교육내용 실내식물 관리요령, 디시가든, 테라리움, 베
란다 원예 등
프로그램
사업량 연6회 180명(회당 30명)
농산물수확체험 : 토마토, 셀러리, 감자, 보
리, 배, 벼 등
도시민 농촌
그린투어 운영내용 농사체험 : 토마토 모종심기 및 삽목체험체
험농가의 농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수확․시
식 체험
사업대상
부산시민 200명(5회)
소비자
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도시농업 특강
농촌생활교육 사업내용 부산농산물 생산현장 방문 및 현장 체험
사업대상 관내 초등학교 및 도시민
학교텃밭 운영 : 관내 학교 5개소(텃밭 조성
도시농업
생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및
시범
도시농업교실 운영 : 2종 40회 1,000명
도시농업경진대회 개최
사업대상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원예활동을 위한 텃밭 조성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교과연계
원예활동 사업내용 원예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시범
원예활동 관련 식물재료ㆍ교재ㆍ화판ㆍ홍보
자료 제작

자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주요 업무

라) 도시농업 지역협의체 운영
부산광역시는 도시농업 관련 조직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도시농업
지역협의체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협의체의 구성은 45명 내외로 도시농
업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등이 포함되며, 도시농업 학술회를 개최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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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보화와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도시농업 발전방안 제시 및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마) 도시농업 박람회
부산시에서는 2012년 제8회 부산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
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홍보관, 슬로우
푸드관, 웰빙농산물관, 생활원예관, 도시농업산업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하여 도시농업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도시농업 텃밭 아카데
미, 전통음식·원예체험 등 도시민의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텃밭 디자인 공모전과 가정원예 콘테스트, 아이디어 정원 콘테
스트, 귀농·귀촌 특강 및 도시농업학술회 등 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표 2-10> 부산시 도시농업 박람회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주최 부산광역시/박람회추진위원회, KNN, BEXCO
기간 및 장소 2012. 3. 29 ~ 4. 1(4일간)/벡스코 2관
전 시 관 : 도시농업홍보관, 슬로우푸드관, 웰빙농산물
관, 생활원예관, 도시농업산업관
아카데미/체험관 : 도시농업․텃밭 아카데미, 전통음식,
행사내용 원예체험
특별행사/학술행사 : 전국텃밭디자인공모전․가정원예
콘테스트, 아이디어정원콘테스트, 귀농․귀촌 특강/도시
농업학술회

자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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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
각 지방지치단체 이외에도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수년전부터 다양한 민
간단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도시농
업과 관련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
으로 교재제작과 텃밭선생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태관, 2012).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민
간단체로는 도시농업포럼,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가 있다.
1)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유기 순환하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생태환경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안전한 먹거리를 도시에서 생산·
공급하는 로컬푸드운동을 확산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공동
체 운동과 사회복지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천도시농업네
트워크는 도시농업 대표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2년 사업계획으로 인
천시 도시농업정책 제안 및 조례제정 활동, 지역 도시농업활성화 토론회,
전국단위 도시농업네트워크 연대활동 등 도시농업의 민간참여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가) 주말농장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는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공공주말농장의 방
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공익적으로 진행되는 주말농장사업이 도시농업의
가치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말농장운영에 함께 참여·지
원한다. 지원내용은 공공주말농장 텃밭운영위원, 개장식 및 나눔장터, 텃
밭영화제, 수확제 등 텃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단 텃밭 운영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활력있는 생태도시를 만들며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정서함양을 노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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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 2-10>과
같다.
사업구분
배움⁺
텃밭

Culture
⁺텃밭
도시⁺
텃밭
도시⁺
농부
나눔⁺
텃밭

<표 2-11>사업단 텃밭 사업계획
사업명
내용
생태텃밭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생태텃밭 체험교육
교실 을 제공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협동과
학교텃밭 초중고학생들에게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
도시농부 친환경 유기순환농법을 통한 작물재배법을 교육
학교
공동체텃 공공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한 텃밭교육을 위탁
밭 ‘休’ 받아 진행
텃밭과 책 다양한 텃밭관련 서적을 기획하고 출판
온라인 텃밭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컨텐츠
텃밭 텃밭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장터,영화,
문화제 음악제)
텃밭자재 텃밭에 필요한 농자재 일체를 생산,유통을 통한
판매 판매
텃밭조성 다양한 형태의 텃밭을 보급(주말농장,한평텃밭,상
및 컨설팅 자텃밭)
텃밭유지 공공주말농장,농업공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위탁
관리 관리
찌르찌르 텃밭체험 및 개인,공동체텃밭분양, 농산물 판매
밭두레
개굴개굴 전통 논농사 체험 및 논생물관찰학습,유기농쌀
논두레 판매
꼬물꼬물 지렁이를 통한 환경보전교육 및 지렁이상자 보급
지렁이
사회공헌 취약계층에 대한 텃밭 무료보급 및 농산물 지원
사업

자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2012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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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시농업의 새로운 형태인 도시농업공원의 운영 컨설팅 및 운
영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시민들 도시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
주하고 있다.
나) 상자텃밭
도시생태 농업의 확산을 위한 사업에는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옥상텃밭
베란다 농사 지원사업, 독거노인 상자텃밭 분양사업이 있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텃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텃
밭을 보급하고 있다. 상자텃밭보급사업은 다양한 지자체사업 및 타기관,
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으로 생태텃밭교실사업등과 함께 진행되며 한평
텃밭보급사업은 학교텃밭, 생태텃밭교실, 인천시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등
으로 진행한다. 2012년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센터 등에
상자텃밭 100개와 한평텃밭 20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2차 보급이
예정되어 있다. 독거노인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다
수확 가능한 쌈 채소류 작물 모종과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자
텃밭 보급을 위한 자원봉사자 조직 및 교육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
한다.
다) 도시농업관련 교육
도시농부학교는 도시를 일구는 도시농부를 양성하여 도시농업활성화를
이끌며, 지역별 농부학교와 지역공동체텃밭을 통해 도시농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인천도시농부학교를 비롯해 인천서구도시
농부학교, 부평도시농부학교, 동구도시아카데미가 있으며 도시농부 희망
자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텃밭회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과 텃밭재배법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체험교육으로는 논두레사업이 있으며,
이는 도시민들의 논체험을 통해 주식인 쌀농사와 더불어 사라져가는 전
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사업이다. 4월 홍보와 모집을 통해 6~11월까지 모내기, 논생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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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교실, 벼베기 및 탈곡체험, 수확잔치 등 논농사의 전반에 대한 체험활
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 정기회원 사업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는 연 8회 정기회원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단체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회원교육사업
의 주요내용은 농사, 생태, 대안 먹거리 관련 등 다양한 교육 진행과 회
원의 날을 만들어 ① 텃밭음식제(김장품평회, 텃밭작물을 활용한 음식
나누기), ② 텃밭사진전, ③ 나만의 농법 공개하기 등 이다. 또한 정기
소식지를 발행하고 회원모임을 적극 권장하여 회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부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텃밭을 확대하고 정기 텃밭공동체 모임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부 공동체
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운동본부)는 환경생태계의 위기를 비롯한
산업 문명의 한계에 따른 절박한 생명 위기 속에서 농촌 농업의 중요성
과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고 농촌 활성화의 필요와 기운을 사회적으로 고
취시기며, 특히 도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가 텃밭을 일구는 귀농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이를 위해 귀농운동본부는 생태귀농학교의
운영과 후원활동을 통해 귀농자의 정착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있는데 귀
농자 지원 이외에도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귀농운동본부는 (사)흙살림과 함께 도시에서 텃밭농사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토양
론, 작물환경, 작물재배, 작물생장, 병해충 및 생리장애론, 풀과 제초, 종
자 이야기, 갈무리와 음식, 도시농업운동과 전망 등 도시농업 관련 이론
과 음식물 퇴비 만들기, 유기농자재 만들기, 밭과 흙상자 만들기, 토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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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진단, 현장실습 수업, 연구발표회 등 실습과정이 포함된다. 2012년
현재 제13기 도시농부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7월 18일부터 11월 7일
까지 4개월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참가 대상은 텃밭농사를 배
우고 싶거나 도시농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자격요건
은 없다. 다음으로 귀농운동본부에서는 텃밭보급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텃밭보급원 양성과정은 도시민에게 생태가치와 텃밭농사를 가르치
고 전파하는 텃밭교사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교육대상은 귀농운
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부학교, 귀농학교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
수하고 1년 이상 텃밭농사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수료 후 텃밭보급소의
활동원칙에 따라 텃밭보급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총 7회로 유기
농법과 공동체 교육, 농장운영 등에 대해 배우며 시험을 통해 보급원을
배출한다. 귀농운동본부에서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총 6개 농장에
서 운영되며 전체 구좌수는 270구좌이다. 운영장소는 경기도 벽제, 안산,
군포지역으로 1구좌당 16.5㎡이며 참가비는 회원일 경우 7만5천원, 비회
원은 10만원이다. 참가시 직접 농사를 짓는 선생님과 함께 유기농 작물
재배와 농사법을 배운다. 이밖에 토종종자보급과 도시농업 관련 행사개
최, 자료 발간, 자료실 운영 등 도시농업 홍보와 정보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2절 국외 도시농업 현황
국외의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독일의 ‘Kleingarten(클라인가르
텐, 소정원)’, 영국의 ‘Allotment(얼로트먼트, 채원 할당지)’, 일본의 ‘시민
농원’ 등은 오래전부터 각 나라들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게 정착·발전되었다.
1. 독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직역하면 소정원(小庭園)이란 의미로 산업화
초기 소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단체가 도
- 29 -

시내의 유휴지나 공한지를 임대해주면서 처음 그 개념이 생겨났다(김수
봉 외, 2002). 1961년에는 연방정부가 클라인가르텐 촉진을 위해 임대료
규정과 지방정부의 클라인가르텐 조성에 관한 클라인가르텐 촉진법을 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83년에는 연방소정원법
(Bundeskleingartengesetz)을 제정하여 도시영농시설의 정의, 종류, 규모,
운영규정, 손실보상, 대체용지 조성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텃밭
내에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연방건축법(Bundesbaugesetz)’과 ‘건축시행
령(Bauverordnung)'을 근거로 텃밭 내 건축행위에 대한 계획·관리를 법
제화하고 있다(황지욱 외, 2007; 황지욱, 2010).
연방소정원법에서 정의(제1조 제1항)하는 텃밭이란 ‘비영리적 목적으로
영농용지의 이용이 보장되는 시설로서, 사적 필요에 따른 영농생산물의
취득, 여가활동 성격의 휴양이 가능한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동법 2항
에서 텃밭 내 소규모 놀이터 및 관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정의가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물을 포함하는 생태공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대부분 주거지와 다른 용도지구 사이의 유휴지에 조성
되며, 평균 면적은 3.3ha로 한 구획당 250-300㎡의 규모이다. 여기에 휴
게시설과 텃밭, 화단, 잔디밭, 과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시설
에는 이용자 교류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꽃밭, 과수원, 잔디광장, 주차장,
체재시설 등이 있다. 건축물은 지붕으로 덮이는 총면적이 24㎡를 초과하
지 못하며, 상시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독일은 전국적으로 약 15,000개의 정원 동호인 협회가 조직되
어 있으며, 회원수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총면적은 4,664ha이다. 이러한
단지별 동호인협회는 몇 개가 모여 시군별 협회가 되고 그 위로 19개의
주단위 협회가 조직되며 전국 단위로 독일 연방 협회가 조직된다. 지역
협회는 주정부에게 정원용 용지를 임대받아 소속 단지협회 및 회원들에
게 용지를 임대해주며,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 관리 및 행정적인 업무
를 담당한다. (황지욱, 2010; 손혜미, 최정민, 2011; 전남수, 길수민 2011).
이와 관련하여 독일 도르트문트 시의 텃밭조합 규정은 <표 2-3>과
같으며, 텃밭시설의 관리 및 이용뿐만아니라 건축 규정, 시설이용수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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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부사항도 명시하여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표 2-12>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텃밭조합 규정
텃밭의 · 텃밭은 채소류, 유실수 및 다년생 식물 등 다양한 식목을 혼합식재하여
정의
이용되는 곳이다.
· 텃밭 식목의 나뭇가지 등이 이웃한 텃밭이나 보도를 넘어가 피해를 입
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가시가 달린 식목 등의 식재는 이웃 텃밭
에서 최소 70㎝ 이상 떨어져야 한다.
친환경적 재처리를 위한 연못 등의 조성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텃밭시 · 하수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며, 쓰레기의 재처리시설은 주진입부에
설의
안 된다.
괸리 및 · 설치해서는
텃밭의
소유주
혹은 임대차인은 식목에 대한 병충해 발생 예방 및 잡
이용
초 제거에 책임을 지며,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텃밭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의 이용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정자 등 휴식용 건축물은 해당 조합에서 제시하는 규모를 따라야 하며,
조합원의 합이를 통하여 통일성 있는 규모로 결정한다.
텃밭 출입구는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내부가 충분히 들여다보이는
건축물 · 개별
높이로 만든다.
· 목재로 만들어진 정자 등 휴식공간에서 화기성 취사도구의 사용은 금
지한다.
· 소정원에 위치한 단지 내의 보도에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동
력자전거 등의 이용은 금지된다.
· 조합소속의 회원은 자신의 텃밭 정면부 보도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까
지 깨끗이 유지·관리하여야하며, 잡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 잡초나 수거된 마른 풀, 가지 등의 소각은 개인의 텃밭 내에서든, 보도
보도의
에서든 금지된다.
이용과 · 토사, 자갈, 거름과 같은 재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른 뒤, 보도는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관리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는 만 14세까지만 이용하며, 기물의 훼손이나
파손은 금지된다.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부모는 항상 모든 일에 책임을 지
며, 따라서 항상 부모가 어린이와 동반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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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칙

· 텃밭의 소유주와 임대인 및 해당 가족과 방문객은 텃밭의 안전, 질서
및 휴식의 분위기를 헤치는 행위나 소음발생을 피하여야 한다. 특히 소
란스러운 놀이행위, 음악청취, 사격 등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음악
등을 듣기 위하여 사용되는 확성기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개인이 청취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 타인의 텃밭에 주인의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이용하는 것이 불허한다.
· 전기식 혹은 전자식 정원정비기구는 조합의 운영위원이 지정한 시간대
에만 사용 가능하다.
· 애완용 동물은 텃밭에서 키우거나 데리고 올 수 없다.
· 텃밭의 출입구는 항상 닫아두도록 한다.
· 개별 텃밭에서 생성되는 가정용 쓰레기 등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되거
나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텃밭에 피해가 가도록 하여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 조합의 운영위원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며 엄격한 벌칙을 받게 된다.
· 본 조합의 운영기준은 엄수되어야 하며, 지키지 않은 경우 조합 운영위
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가 반복될 경우 조합의 운영위원
회는 강제탈퇴를 명할 수 있다.

자료: Satzung des Kleingärtenervereins, 황지욱(2010) 재인용.

2. 영국
영국은 18세기 중엽부터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대
도시 주변에 위성도시를 조성하고 빈민층과 농민의 생계,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소구획의 토지를 임대하여 얼로트먼트를 개설하게 되었다(오충
현, 2011; 김수봉 외, 2002). 이 과정에서 “Allotment and Cottage
Gardens Compensation for Crops Act(식량자급을 위한 얼로트먼트와
농가정원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관계 조합에 관련된 사항, 입
지, 규모, 운영, 임대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알로트먼트는
초기 단계에서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반대에 부딪
혔으나, 도시 노동자와 빈민층, NGO의 끊임없는 요구로 현재는 중앙정
부도 얼로트먼트를 장려하고 있다.
얼로트먼트는 규정된 면적기준은 없으나 약 253㎡를 기본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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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농작물 수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교육, 치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황지욱 외, 2007; 전남수, 길수민, 2011).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농업 단체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로
2009년 300개소의 얼로트먼트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2011년까지
단체 소유 토지에 1,000개소의 공공 얼로트먼트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또한 캐피탈 그로스(Capital Growth)라는 단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런던 시내에 2012개소의 도시텃밭을 새로 조성한다
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영국 런던에서는 웹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 소유자를 연결
해주는 랜드쉐어(Landshare)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렌드쉐어의 운영방
식은 <표 2-4>와 같으며, 웹사이트 회원 가입수는 2011년 약 6만 명에
이르는 등 영국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표 2-13> 영국 랜드쉐어 운영방식
토지소유자, 경작희망자, 도움을 주는 사람의 3 그룹이 참여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자신의 거주지와 함께 제공 가능한 토지나 경작하고
싶은 토지에 관련한 사항을 올린다.
랜드쉐어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메일로 대화를 나누고 합의가 되면 랜드쉐어가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서로 협약을 맺고 도시농업을
시작한다.

자료: 용산 도시농업포럼 자료집(2011)

3. 일본
일본은 영국의 Allotment를 벤치마킹하여 1924년 교토에 일본 최초의
시민농원을 개설하였고 1933년에는 독일의 Kleingarten을 벤치마킹하여
도쿄와 오사카에도 시민농원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1952년 농지법이 제
정됨에 따라 시민농원은 제도적으로 설립될 수 없었고 불법적으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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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오다가 1989년 「특정농지의 대부에 관한 농지법의 특례법」, 1990
년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마련되어 시민농원의 확산이 일어났다. 이
후 농림수산성이 유휴농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도농간의 교류를 위하여
시민농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농원이 증가하기 시작했
다. 2005년에는 특정농지대부법이 개정돼 지자체와 농협 이외에 협정을
체결한 개인이나 기업, 비영리단체도 개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6년에
는 ‘시민농원의 정비 추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라는 지침에 따라
시민농원에서 재배된 잉여농산물의 판매도 허용됐다(최정민, 2010).
일본의 시민농원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먼저, 입
지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형, 도시근교형, 농촌지역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용형태에 따라선 일상형, 주말형, 체재형으로 나뉘며, 이중 숙박시설을
갖춘 체재형 시민농원이 통상 ‘일본형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불린다(최정
민, 2010). 일반적으로 시민농원이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벤치마킹한
체재형 시민농원을 의미하며, 농원에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급배수시설, 농기구보관실, 퇴비사, 온실,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경
작지의 면적은 1구획당 10-30㎡이나 최근 30-50㎡, 100-300㎡의 대구획
도 등장하고 있으며, 2008년 시민농원의 총수는 3,382개로 총면적은
1,164ha이다.
일본의 도시농업 조직인 시민농원 연구회는 도시환경의 보전, 공공녹
지의 확보, 지역커뮤니티의 재생 등 유휴농지의 활용과 도시농업의 일환
으로서 새로운 여유공간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시민농원 연구
회는 시민 농원 심포지움 개최를 시작으로 포럼과 사진집 출판, 시민농
원 국제 시포지움 개최, 국제시민농원 회의 참가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
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김수봉 외, 2002, 재인용). 그밖에 각 시민
농원의 운영주체는 도농교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바라기현에 위치한 ‘야치요 시민농원’에서는 이용자 1가구에 현지 농가
1가구를 대응시키는 ‘시골친척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지도 및 교류를 추진
하고 있다(최정민, 2010; 전남수, 길수민, 2011).
일본은 독일과 영국의 도시농업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모델로 정
착·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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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도시민의 농촌지역으로의 정주에 앞서 2지역 거주실현에 큰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최정민, 2010), 우리나라의 도농교류 촉진
을 위한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국외의 도시농업 및 제도는 <표 2-5>와 같다. 세 나라 모두 일찍이
도시농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라별 목적에 따라 제도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도시농업 정책은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도농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간확보 방안은 모두 유휴지로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
다. 도시농업시설 내 구획당 면적은 300-400㎡로 부대시설을 감안하더라
도 한 가구당 꽤 넓은 면적을 텃밭으로 사용한다. 건축은 세 나라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대부분 불가하며, 독일은 다소 제한적이다. 일본
의 경우, 숙박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이외에도 지역특산물 가공 및 체
험시설, 직매장, 레스토랑을 갖춘 곳도 일부 존재한다. 생산물 판매는 독
일과 영국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잉여생산물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외 도시농업의 기능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공간의 범주를
넘어서 지역공동체 구성, 도농교류 등 생태 공원의 기능을 갖고 있다. 마
지막으로 세 나라 모두 전국단위의 이용자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
히 영국과 일본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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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칭

<표 2-14> 국외의 도시농업현황 및 제도 비교

독일
영국
일본
클라인가르텐
얼로트먼트
시민농원
특정농지의 대부에
클라인가르텐촉진법 알로트먼트법 (1890) 관한 농지법의
제도
(1961)
알로트먼트관련법
특례법(1989)
연방소정원법 (1983)
(1950)
시민농원정비촉진법
(1990)
-유휴농지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농업종사
자 이외의 사람들이
-농작 및 채원활동을 -빈곤자의 구제기능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도시민에게 휴 이 약하고 여가생활 작은 면적의 농지를
제도의 통해
및 여가공간을 제 수단으로서 기능중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목적 식
공
-신선, 안전식품 수요 -건강한 국민생활을
-도시지역 녹화 유지 증가에 대응
확보함과 동시에 좋
은 도시 환경의 형성
과 농촌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간확 유휴지나 공한지
공공 소유의
유휴농지
보방안
유휴지 수용
소구획 10-30㎡
구획
400㎡ 이하
300㎡ 이하
중구획 30-50㎡
면적
대구획 100-300㎡
지방당국의
건축
가능, 24㎡
가능
동의 필요(보통 불가)
생산물
금지
금지
허용
판매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의 구성, 도농 교류, 여가,
기능
레크레이션 등
교육, 치료, 신선한 재생공간으로 활용
활동공간
야채 수확
이용자 전국조직이 있음
전국조직이 있음
전국조직이 있음
조직
자료: 김수봉 외(2002), 황지욱, 이시영, 이윤상(200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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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외 사례가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주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보유한 공유지 및 유휴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
뤄져야 한다. 이미 독일, 영국, 일본은 공공 소유의 유휴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도시농업이 가능한 유휴지의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한강에 텃
밭을 개설하려다 행정부처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유휴 공간 활용에 대
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농업법에 따른 도시농업 실태조사
시 국가가 보유한 도시 내 공유지 및 유휴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도시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공생 방안이 필요하다.
국외의 도시농업 선진국은 각 나라별 도시농업 제도의 목적에 맞춰 도시
농업을 지원·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법의 목적은 도시농업
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
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도·농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도농교류 활성화에 제도적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최정민(201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실제 도시민의 농촌
지역 정주 및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통해 도
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집중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 연합회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부산 등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농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진행 상황이나 관련 정
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국 조직도 구
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도별 도시농업 사업을 진행중인 농업기술센
터를 축으로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물론 영국이나 일본
의 사례처럼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우리
나라의 도시농업 위치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기관의 네트워크 조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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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말농장 참여자 및 비참여자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주말농장 참여 요인과 참여자 및 비참여자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서는 도시농업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주말농장의 유형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주말농장의 입지조건과 이용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표 2-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용형
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개인이나 마을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일상형 주말농장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주말농장으로 농장의 총면적은 12,870㎡로 한 구획당 9.9㎡ 크기
의 계좌 1,300개를 도시민에게 임대 해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주
말농장을 이용하는 주말농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의 인근 편의시
설을 이용하는 주말농장 비참여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주말형 주말농장은 서울시 근교 양평군과 광주시
에 위치한 주말농장으로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말농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주말형 주말농장의 평균 면적은
9,496㎡로 한 구획당 16.5㎡이며, 평균 구획 수는 576개이다. 마지막으로
체재형 주말농장4)은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군, 연천군, 파주시에 조성된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에 앞서 설문서 검토를 위해
2012년 5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6월~7월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282명으로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264부의 설문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항목은 사회경제적 특
성과 주거환경 및 주말농장 이용실태, 도시농업 관련 교육, 농업·농촌생
4) 경기도에 조성된 체재형 주말농장은 2012년 총 89개 동으로 현장조사결과,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실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또한 주
말농장 용도 이외에 단순히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체재형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본
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주말농장 참여자의 표본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
형 주말농장과 주말형 주말농장 참여자를 전체 주말농장 참여자로 설정하여 비참여자와 비교
분석하고 체재형 주말농장은 사례조사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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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관련 항목 등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먼저 전체 주말농장 참여
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고 유형별 주말농장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본다.
구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시기
조사항목

<표 3-1> 조사 개요
내용
서울시민 264명 (참여자 188명, 비참여자 76명)
일상형 주말농장: 서울시 서초구
주말형 주말농장: 양평군, 광주시
체재형 주말농장: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파주시
2012년 5월~7월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환경 및 주말농장 이용실태, 도
시농업 관련 교육, 농업·농촌생활 관련 항목

제2절 조사 결과
1. 주말농장 참여자와 비참여자
가.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연령, 가족구성, 직업이 주말농장 참여와 독
립적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성별과 연령, 가족구성, 직업이 주말
농장 참여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말
농장 참여자 집단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참여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 높게 나타났다. 주말농장 참여자의 연
령 분포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나 비참여자는 40-50대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의 가족구성은 3-4인이 많았으나 5인 이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참여자의 직업은 사무/전문직과 전업주부가 많았으나 비참여
자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40-50
대 사무/전문직 종사자와 전업주부가 주로 주말농장을 이용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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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유찬주·장동헌(2002), 황정임 외(2010)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
과를 보이며, 주말농장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판단되나 주말농장
을 이용하는 40-50대 전업주부는 실제 주말농장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
들과 동반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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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
구분
성별 남성
여성
30대 이하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1-2인
가족구성 3-4인
5인 이상
초등학생 0명
이하 자녀 수 1-2명
3-4명
고졸 이하
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직업5) 사무직/전문직
전업주부
무직/기타
결혼 여부 미혼
기혼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월소득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N

참여자
79 (42.0)
109 (58.0)
28 (14.9)
73 (38.8)
46 (24.5)
41 (21.8)
19 (10.1)
137 (72.9)
32 (17.0)
121 (64.4)
60 (31.9)
7 (3.7)
38 (20.2)
11 (5.9)
106 (56.4)
33 (17.6)
15 (8.0)
10 (5.3)
78 (41.5)
68 (36.2)
17 (9.0)
4 (2.1)
184 (97.9)
14 (7.4)
17 (9.0)
26 (13.8)
43 (22.9)
28 (14.9)
60 (31.9)
188

단위: 명(%)

비참여자

12 (15.8) 16.49***
64 (84.2)
7 (9.2)
37 (48.7) 7.32*
24 (31.6)
8 (10.5)
13 (17.1)
57 (75.0) 5.35*
6 (7.9)
54 (71.1)
22 (28.9) 3.35
0 (0.0)
12 (15.8)
6 (7.9) 1.63
41 (53.9)
17 (22.4)
8 (10.5)
3 (3.9)
18 (23.7) 15.13***
45 (59.2)
2 (2.6)
2 (2.6)
74 (97.4) 0.06
2 (2.6)
6 (7.9)
13 (17.1) 5.79
13 (17.1)
9 (11.8)
33 (43.4)
76
264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5) 서비스/기능직은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숙련공, 단순업무직을 포함하며, 사무직/전문직은 사무
직과 경영/관리직. 전문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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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말농장 이용실태
주말농장 참여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말농장 참여 동기6)를
질문하였다 먼저 주말농장 참여 동기 1순위는 ‘취미/관심/여가활동으로’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46.3%)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가 전체 27.1% 차지하였고 복수 응답한 2순위
에서도 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말농장이 도시민의 여가활동
에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도시민이 안전한 먹
거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나타나듯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순위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로 주
말농장을 자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건강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는 주말농장이 단순
히 취미나 여가활동의 공간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그 이외에
다른 동기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농촌에 대한 향수나 귀농·귀촌을 준비
하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참여자도 일부 나타났다.
<표 3-3> 주말농장 참여 동기
구분
취미/관심/여가활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사람의 권유로
농촌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타

1순위
87 (46.3)
51 (27.1)
18 (9.6)
13 (6.9)
5 (2.7)
5 (2.7)
6 (3.2)
3 (1.6)

2순위
32 (20.3)
39 (24.7)
27 (17.1)
31 (19.6)
8 (5.1)
18 (11.4)
3 (1.9)
- -

6) 참여 동기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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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전체
119 (34.4)
90 (26.0)
45 (13.0)
44 (12.7)
13 (3.8)
23 (6.6)
9 (2.6)
3 (0.9)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주말농장 이용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용기간, 방문횟수, 투자시간, 재배작목수에 대한 ANOVA 분석과 -검정
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자 전체의 주말농장 평균 이용기간은 3.9년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표준 편차가 4.0년으로 이용기간의 편차가 커 새로 시
작한 사람부터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연령과 가족구성,
자녀 수에서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족 구성의 경우, 5
인 이상 가족의 평균이 6.5년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
을수록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의 경우에는 30대 이하가 1.6년으로 매우 낮지만 40대, 50대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30대가 이제 막 도시농업을 시작하는 단
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혼한 30대를 중심으로 도시농
업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나 홍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도시농
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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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이용기간
성별
연령
가족구성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학력
직업
월소득

구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1-2인
3-4인
5인 이상
0명
1-2명
3-4명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사무직/전문직
전업주부
무직/기타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4.1 4.4
0.2
3.7 3.7
0.1
1.6 1.7
0.1
3.4 3.1
0.2
5.0 4.4
0.3
4.8 5.2
0.3
2.5 2.7
0.3
3.4 3.2
0.1
6.5 6.3
0.3
4.4 4.2
0.3
3.0 3.6
0.1
2.1 1.3
0.3
4.5 4.5
0.3
3.8 3.4
0.3
3.5 3.5
0.1
4.4 5.0
0.3
2.7 2.4
0.3
3.9 4.7
0.3
4.1 4.7
0.1
3.5 3.3
0.3
5.1 3.9
0.3
5.3 3.9
0.3
3.4 3.5
0.3
3.9 4.3
0.3
3.1 3.9
0.3
5.0 5.0
0.3
3.6 3.5
0.1
3.9 4.0
0.1

최대값
20.0
20.0
6.0
13.0
20.0
20.0
12.0
12.0
20.0
20.0
20.0
3.0
16.0
10.0
20.0
20.0
7.0
16.0
20.0
13.0
12.0
12.0
11.0
20.0
20.0
20.0
15.0
20.0

단위: 년



값 1)
0.56

5.87***
9.35***
3.37**
0.86
0.99
1.24
-

주: 1) 성별은 t-값임.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농촌 거주경험, 귀농·귀촌 의향과 주말농장 평균 이용기간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시농업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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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농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
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말농장 평균 이용기간이 2년 이상 길게
타나 도시농업교육이 주말농장 이용을 지속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농업·농촌 관련 변수와 주말농장 이용기간
단위 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값
3.8 4.1
0.1 20.0 -0.17
농촌거주경험 있음
없음 3.9 4.0
0.2 20.0
4.0 4.2
0.2 20.0 -1.08
귀농·귀촌의향 있음
없음 3.4 3.1
0.1 12.0
받음 5.6 5.5
0.3 20.0 -2.04**
도시농업교육 안받음
3.5 3.6
0.1 20.0
: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참여자의 주말농장 평균 방문횟수는 주당 1.4번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농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6번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참여자도 일부 나타나는 등 주말농장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
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평균 방문횟수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집단 간 평균 방문횟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참여자의 연령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즉,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의 방문횟수가 낮고 40-50
대 참여자의 방문횟수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말농장 개설
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단순히 농작물
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자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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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방문횟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초등학생
이하
자녀 수
학력
직업
월소득

구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1-2인
3-4인
5인 이상
0명
1-2명
3-4명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사무직/전문직
전업주부
무직/기타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3 0.7
0.5
1.5 0.8
0.5
1.3 0.5
1.0
1.4 0.7
0.5
1.5 1.1
0.5
1.5 0.7
0.5
1.4 0.5
1.0
1.4 0.8
0.5
1.5 0.9
0.5
1.5 0.9
0.5
1.2 0.4
0.5
1.1 0.4
1.0
1.4 0.7
0.5
1.5 0.9
1.0
1.4 0.6
0.5
1.5 1.2
0.5
1.6 1.3
0.5
1.3 0.5
0.5
1.3 0.7
0.5
1.5 0.7
1.0
1.6 0.7
1.0
1.5 0.7
1.0
1.2 0.4
1.0
1.3 0.6
0.5
1.6 1.0
0.5
1.3 0.6
0.5
1.5 0.9
1.0
1.4 0.8
0.5

최대값
5.0
6.0
3.0
4.0
6.0
3.0
2.0
6.0
5.0
6.0
2.0
2.0
3.0
4.0
4.0
6.0
5.0
2.0
6.0
4.0
3.0
3.0
2.0
3.0
5.0
3.0
6.0
6.0

단위: 횟수

값 1)
-1.60



1.09
0.13
3.22**
0.32
1.14
1.14
-

주: 1) 성별은 t-값임.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주말농장 평균 방문횟수와 농촌거주 경험, 도시농업교육 여
부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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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평균 방문횟수가 다르다. <표 3-7>을 살펴보면, 농촌거주경험
이 있고 도시농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말농장 평
균 방문횟수가 높았다. 특히, 도시농업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방문횟
수는 1.7회로 이는 도시농업 교육이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인
임을 시사한다.
<표 3-7> 농업·농촌 관련 변수와 주말농장 방문횟수
구분
농촌거주경험
귀농·귀촌의향
도시농업교육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받음
안받음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6
1.0
0.5
1.3
0.6
0.5
1.4
0.7
0.5
1.5
0.9
0.5
1.7
0.9
0.5
1.4
0.7
0.5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단위: 횟수

최대값  값
6.0 1.75*
5.0
5.0 0.89
6.0
5.0 -1.80*
6.0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투자시간7)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가족
구성, 학력, 월소득에 따라 집단 간 주말농장 평균 투자 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투자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농작물 재배
행위가 일정 노동력을 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연령과
가족 구성원 많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투자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은
퇴를 앞두고 가용시간이 많으며, 주어진 여건에 따라 농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고 수확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7) 본 설문의 투자시간은 0-1시간과 같은 범주 데이터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범주 내 최대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0-1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시간으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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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말농장 투자시간
성별
연령
가족구성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학력
직업

월소득

구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1-2인
3-4인
5인 이상
0명
1-2명
3-4명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사무직/전문직
전업주부
무직/기타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9 1.2
1.0
2.6 1.1
1.0
2.6 1.0
1.0
2.6 1.0
1.0
3.0 1.2
1.0
2.9 1.2
1.0
2.2 0.9
1.0
2.8 1.1
1.0
3.0 1.2
1.0
2.9 1.1
1.0
2.6 1.1
1.0
2.4 1.1
1.0
3.4 1.1
1.0
2.8 1.3
1.0
2.6 1.0
1.0
2.6 1.2
1.0
2.7 1.1
1.0
3.0 1.2
1.0
2.8 1.1
1.0
2.6 1.0
1.0
3.1 1.5
1.0
3.1 1.6
1.0
3.4 1.3
2.0
2.8 1.0
1.0
2.7 0.9
1.0
2.6 1.0
1.0
2.6 1.1
1.0
2.8 1.1
1.0

주: 1) 성별은 t-값임.
2)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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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4.0
5.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단위: 시간

값 1)
1.70*



2.41*
3.38**
1.43
5.24***
0.76

2.03*
-

다음으로 귀농·귀촌 의향에 따라 집단 간 주말농장 평균 투자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사람이 주말
농장을 통해 농작물 재배방법을 익히고 간접적으로 농업·농촌을 체험하
기 위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9> 농업·농촌 관련 변수와 주말농장 투자시간
구분
농촌거주경험 있음
없음
귀농·귀촌의향 있음
없음
받음
도시농업교육 안받음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8
1.2
1.0
2.8
1.1
1.0
2.9
1.1
1.0
2.4
0.9
1.0
3.0
1.3
1.0
2.7
1.1
1.0

단위: 시간

최대값  값
5.0 -0.06
5.0
5.0 -2.78***
5.0
5.0 -1.26
5.0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재배작목 수의 관계에서는 이용기간에 따라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평균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집단과 6년 이상된 집단의 재배작목 수 평균이 높았다. 이는 처
음 주말농장을 시작한 사람이 의욕적으로 다양한 작물을 심지만 농사 경
험과 기술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작목 수를 줄이다가 경험이 쌓이면 다
시 작목 수를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0>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재배작목 수
구분
1년 미만
1-2년
3-5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7.3
3.2
3.0
5.8
2.8
2.0
5.7
2.2
2.0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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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종류

최대값  값
16.0
15.0 4.65***
13.0

동반 형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남·여 모두 가족과 함
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본인 혼자 주말농
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는 주말농장이 단순히 농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사교·문화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주말농장 동반형태
구분
본인 혼자
가족과 함께
이웃 주민과 함께
친구나 동료와 함께
N

전체
9
(4.8)
131
(69.7)
22
(11.7)
26
(13.8)
188

남성
5
(6.3)
58
(73.4)
7
(8.9)
9
(11.4)
79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여성
4
(3.7)
73
(67.0)
15
(13.8)
17
(15.6)
109

단위: 명(%)



2.47
-

주말농장에 가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91.0%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표 3-12> 주요 교통수단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구분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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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1.1)
(8.0)

경작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여자의 69.2%
가 ‘집과의 거리’를 경작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앞으로 도시농업 참여 의향이 있는 비참여자의 경우에도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인(86.05%)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말농
장을 개설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지역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
정해야 할 것이며 참여자들의 편의에 맞춰 주차공간 설정 및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3> 경작지 선택 주요 결정요인
구분
집과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임대 비용
경작지 규모
경장직 주변 경관
기타
N

130
26
11
4
10
7
188

참여자

단위: 명(%)

(69.2)
(13.8)
(5.9)
(2.1)
(5.3)
(3.7)
(100)

비참여자
37
(86.05)
3
(6.98)
1
(2.33)
1
(2.33)
1
(2.33)
43
(100)

주: 비참여자는 비참여자 중 향후 주말농장 이용 의향이 있는 사람만 해당됨.

전체 주말농장 참여자의 농작물 재배 시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는 농
사 경험·기술 부족이 42..6%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주말농장 이용기간
이 2년 이하인 그룹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주말농장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사 경험·기술 부족보다는 시간 부족을 어려움 점으
로 꼽았으나 이용기간이 6년 이상 된 참여자들도 여전히 농사경험·기술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농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 교육만을 실시하기 보다
는 참여자의 이용기간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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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농작물 재배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주말농장 이용기간
구분
1년 미만 1-2년 3-5년 6년 이상 전체
9
23
19
25
76
시간 부족
(28.1) (37.7) (38.0) (55.6) (40.4)
20
30
18
12
80
농사경험/기술 부족 (62.5)
(49.2) (36.0) (26.7) (42.6)
0
1
3
0
4
비용부담
(0.0) (1.6) (6.0) (0.0) (2.1)
1
5
5
3
14
장소/크기 확보
(3.1) (8.2) (10.0) 6.7) (7.4)
0
2
1
3
6
기타
(0.0) (3.3) (2.0) (6.7) (3.2)
2
0
4
2
8
없음
(6.3) (0.0) (8.0) (4.4) (4.3)
N
32
61
50
45
188
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
:

(%)

도시농업 교육 관련 변수와 주말농장 참여 여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도시농업 교육 여부와 주말농장 참여
여부가 독립적이라는 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도시농업
교육 여부와 주말농장 참여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
을 살펴보면, 참여자가 비참여자 보다 도시농업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용했다는 응답비율이 참여자 집단에서 더 높
게 나타났다. 다만 참여자 중에서도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받지 않거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본 적 없는 비율이 높아 주말농장 참여자 및 참여
자의 친구·이웃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자연스
럽게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홍보·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 52 -

<표 3-15>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자 비참여

28
7
이용 (14.9)
(9.2)
농업기술센터
1.52
160
69
미이용 (85.1)
(90.8)
30
2
받음 (16.0)
(2.6) 9.02***
도시농업교육
158
74
안받음 (84.0)
(97.4)
N
188
76
:

(%)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자의 69.7%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도시농업 교육을 이미 받은 참여자의 86.7%가
도시농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16> 도시농업 교육 여부와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 전체
구분
필요
불필요
26
4
30
받음
(86.7)
(13.3)
(100.0)
도시농업교육
105
53
158
안받음
(66.5)
(33.5)
(100.0)
N
131(69.7) 57(30.3)
188
:

(%)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용기간이 오래된 참여자들도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앞서 <표 3-16>에서 나타나듯 단
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농업 교육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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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 전체
구분
필요
불필요
25
7
32
1년 미만 (78.1)
(21.9) (100.0)
37
24
61
1-2년
(60.7)
(39.3)
(100.0)
주말농장 이용기간
33
17
50
3-5년
(66.0)
(34.0) (100.0)
36
9
45
6년 이상 (80.0)
(20.0) (100.0)
N
131
57
188
:

(%)

주말농장 비참여자 중 향후 도시농업 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
시농업 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79.1%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즉, 도시농업 참여 여부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맞
춤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도시농업 의향과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필요
34
(79.1)
불필요
9
(20.9)
N
43
:

(%)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도시농업 교육 희망 분야를 살펴보면, 이용기간
에 상관없이 대부분 작물 유형에 따른 재배 방법(52.7%)과 일반적인 작
물 관리 방법(31.3%)으로 재배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었
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단순히 참여자의 요구에 맞춰 재배·
관리 방법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농업 전반에 관한 교육 등 농업·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4 -

<표 3-19>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도시농업 교육 희망분야
단위 명
주말농장 이용기간
구분
2년이하 3-5년 6년 이상 전체
41
11
17
69
작물유형에 따른 재배 방법 (66.1)
(33.3) (47.2) (52.7)
14
14
13
41
일반적인 작물 관리 방법 (22.6)
(42.4) (36.1) (31.3)
7
8
6
21
농업전반/재배수익/기타
(11.3) (24.2) (16.7) (16.0)
N
62
33
36
131
라. 주말농장 지속 및 확대 계획
:

(%)

주말농장 참여자의 주말농장 지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농작물
재배 계획을 물었다. 먼저 현행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9명
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다. 반대로 중단이나 축소할 계획인 참여자는
11명(5.9%)에 불과해 참여자 대부분이 농작물 재배 시 어려움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말농장을 계속할 의향을 보였다.
<표 3-20> 농작물 재배 계획
단위 명
구분
중단할 계획
5
(2.7)
축소할 계획
6
(3.2)
현행 유지할 계획
148
(78.7)
확대할 계획
29
(15.4)
N
188
현행 유지할 계획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재 면적이면 충분하기
때문으로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도시농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하고 싶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으
로 확대할 계획인 참여자를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가 주말농장 확대 의
향을 갖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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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농작물 재배 현행유지 계획 이유
단위 명
구분
확대하고 싶지만 여건이 불충분
30
(20.3)
현재 면적이면 충분
118
(79.7)
N
148
:

(%)

확대할 계획인 이유는 대부분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이며,
현행 유지할 계획인 참여자 중 확대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소 확보(54.8%)가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공용도시농
업농장 운영 시 일률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텃밭을 제공하기 보다는 참여
자의 의지와 활동 사항 등에 맞춰 텃밭의 크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표 3-22> 농작물 재배확대 관련 요인
구분
확대하고 싶지만 불충한 요건
잉여 농산물 처리
2
장소 확보
17
노동력
10
기타
2
N
31
확대 계획인 이유
귀농·귀촌 준비
4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려고
24
기타
1
N
29

단위: 명(%)

(6.5)
(54.8)
(32.2)
(6.5)
(13.8)
(82.8)
(3.4)

주말농장을 통해 생산하는 농산물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7.7%가 주위에 나눠줄 만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평균 재배면적은 21.8㎡로 소구획 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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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농산물 생산량
단위 명
구분
자가 소비하기에 부족
2
(1.1)
자가 소비
37
(19.7)
주위에까지 나눠줄 정도
146
(77.7)
많아서 처리가 힘든 정도
3
(1.6)
N
188
이와 관련하여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다른 농산물과 교환하거나 기
부할 의향을 질문하였는데, 먼저 교환할 의향이 있는 참여자는 86명으로
전체 45.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
는 참여자는 146명으로 전체 77.7%를 차지하였다. 이는 자가소비하고 남
는 잉여농산물 처리에 있어 단순히 친지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소극적인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회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공영농업농장 개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교환·기부 시스템을 구체화하여 참여자
들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으로 얻는 일차적인 만족 뿐만아니라 도시농업
참여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참여하여 도시농업이란 행위가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

<표 3-24> 잉여농산물 교환·기부 의향
교환 의향
기부 의향

N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구분

단위: 명(%)

86
102
146
42

188

(45.7)
(54.3)
(77.7)
(22.3)

마.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주말농장 참여 여부 및 경험 유무와 향후 주말농장 참여 의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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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①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긍정도, ②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의 긍정도, ③초
/중/고 교육과정에서의 체험기회 확대에 대한 긍정도, ④도시농업의 농
업·농촌 기여도에 대한 긍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검정
실시하였다.
먼저 주말농장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긍정
도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체험기회 확대에 대한 긍정도는 참여자의
평균값이 비참여자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관련 투자에 대한 긍정도와 도
시농업의 농촌 기여도에 대한 긍정도는 오히려 비참여자의 평균 값이 높
았지만 이 또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주말농장 참여 여부와 농업·농촌 인식
단위: 점수

구분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
농업·농촌 정부 투자 확대
초/중/고 농업·농촌 관련 교육 확대
도시농업의 농업·농촌 기여도
N

참여자 비참여자  값
4.1
4.0 -1.18
(0.8)
(0.8)
4.2
4.3 0.59
(0.8)
(0.7)
4.3
4.2 -1.31
(0.7)
(0.8)
3.8
3.8 0.37
(0.9)
(0.8)
188
76
264

주: 1)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3) 5점척도 점수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도 앞서 확인한 참여·비참여 집단 간
의 차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초중고 농업·농촌 관련 교육 확대에
대한 긍정도는 경험자 집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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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경험자에게 주는 만족감이 높아 비경험자에 비
해 이를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26> 주말농장 경험 유무와 농업·농촌 인식
단위: 점수

구분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
농업·농촌 정부 투자 확대
초/중/고 농업·농촌 관련 교육 확대
도시농업의 농업·농촌 기여도
N

경험자 비경험자  값
4.1
3.9 -1.13
(0.8)
(0.8)
4.2
4.3 0.48
(0.8)
(0.8)
4.3
4.1 -1.69*
(0.7)
(0.8)
3.8
3.8 -0.01
(0.8)
(0.8)
215
49
264

주: 1)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3) 5점척도 점수

다음으로 주말농장 참여의향에 따라 농업·농촌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긍정도와 초/중/고 교육과정에
서의 체험기회 확대에 대한 긍정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앞서 주말농장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농업·농촌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맞물려 주말농장 참여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제고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반대로 주말농장 참여 행위에 농업·농촌 인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시농업 참여라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농업·농촌에 대
한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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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주말농장 참여 의향과 농업·농촌 인식
구분
참여의향 비참여의향
4.1
3.8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
(0.8)
(0.7)
4.2
4.2
농업·농촌 정부 투자 확대
(0.8)
(0.7)
4.3
4.0
초/중/고 농업·농촌 관련 교육 확대 (0.7)
(0.8)
3.8
3.7
도시농업의 농업·농촌 기여도
(0.9)
(0.9)
N
226
38

단위: 점수

값
-2.53**
-0.65
-2.56**
-0.69
264


주: 1)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3) 5점척도 점수

주말농장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농촌거주 기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평균 농촌거주 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평균 농촌거주 기간은 5.5년으로
비참여자의 2배 가까이나 길었다. 이는 과거 농촌거주 경험이 고향에 대
한 향수를 불러와 주말농장 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8> 농촌거주 기간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
단위 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값
참여
8.2
0
30 -2.91***
주말농장 참여 비참여 5.5
2.8
6.3
0
20
: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농촌지역 방문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농촌지역 방문 여부와 주말농장 참여 여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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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3-29> 농촌지역 방문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자 비참여자 
112
39
방문함
(59.6) (51.3) 1.51
76
37
방문하지 않음
(40.4) (48.7)
N
188
76
264
:

(%)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귀농·귀촌 의향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는  검정 결과, 서로 독립적이
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귀농·귀촌 의향은 주말농장 참여 여부와 관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참여자의 경우,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과 없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참여자의 경우에는 귀농·귀촌 의
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77.1%로 비참여자에 비해 귀농이나 귀촌에 대
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귀농·귀촌 의향과 주말농장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귀농·귀촌 의향이 있음
귀농·귀촌 의향이 없음
N

참여자 비참여자 
145
43
(77.1) (56.6) 11.15***
43
33
(22.9) (43.4)
188
76
264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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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주말농장
가. 일상형과 주말형 주말농장
주말농장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 참여
동기와 이용실태, 지속 및 확대 계획을 분석하였다. 먼저 유형별 주말농
장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표 3-31>과 같다. 일상형과 주말형의 주요
참여 동기는 ‘취미/관심/여가활동’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주말형인 경우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일부지만 귀농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갖고
주말농장을 시작하는 참여자도 존재한다.
<표 3-31> 유형별 주말농장 참여 동기
구분
취미/관심/여가활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사람의 권유로
농촌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타
N

일상형
61(48.4)
37(29.4)
10(7.9)
7(5.5)
4(3.2)
3(2.4)
1(0.8)
3(2.4)
126

단위: 명(%)

주말형
26(41.9)
14(22.6)
8(12.9)
6(9.7)
1(1.6)
2(3.2)
5(8.1)
62

주말농장 이용실태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유형에 따라 재배면적과 방문 횟수, 투자시간, 재배작물
종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재배면적8)을 살펴보면, 일상형은
평균 12.2㎡로 소구획에 해당하고 주말형은 평균 41.6㎡로 중구획에 해당
8) 일상형과 주말형 주말농장의 구획 당 면적은 농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조
사한 주말농장의 경우, 구획 당 면적이 9.9~1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교 분석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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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주말농장 간 구획의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유형간 큰
차이를 보이며, 주말형 참여자의 재배 의지가 비교적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배작물 수는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주말형 주말농장을 이용
하는 참여자가 일상형 주말농장 참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일상형이 주당 평균 1.6회 방문으로 주말형
보다 많았다. 이는 유형별 입지조건에 따라 일상형이 주말형에 비해 거
주지와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투자 시간은 방문 횟수와는
반대로 주말형이 일상형에 비해 1시간 가량 많았는데 이 또한 유형별 입
지조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상형은 주말형에 비해 거주지와
인접해 있어 평일에도 이용이 용이하여 한 번 방문 시 긴 시간을 할애하
지 않지만 주말형은 주로 주말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방문 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2> 유형별 주말농장 이용실태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2.2 7.3
6.6 66.1
재배면적 일상형
주말형 41.6 36.4 16.5 165.3
6.2
3.6
1
25
재배작물 수 일상형
주말형 7.1
3.4
3
20
1.6
0.9
1
6
방문 횟수 일상형
주말형 1.1
0.4
0.5
3
2.4
0.9
1
5
투자 시간 일상형
주말형 3.5
1.1
1
5

값
-6.33***


-1.83*
5.77***
-6.72***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유형별 농작물 재배 계획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농작물 재배 계획과 주말농장 유형이 독립적이라는 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형과 주
말형 참여자 모두 현행 유지할 계획이 가장 많았으나 주말형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이 33.9%로 일상형에 비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참여 동기, 투자시간, 재배작물 수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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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말형 주말농장 참여자가 일상형 주말농장 참여자에 비해 농작물
재배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참여자의 특징
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33> 유형별 농작물 재배 계획
구분
일상형
주말형
중단할 계획
3 (2.4)
2 (3.2)
축소할 계획
2 (1.6)
4 (6.5)
현행 유지할 계획
114 (90.5)
34 (54.8)
확대할 계획
7 (5.5)
22 (35.5)
N
126
62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단위: 명(%)



34.02***
188

다. 체재형 주말농장
체재형 주말농장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이는 입주 전에 가진 높은 기대치에 비해 고된 노동과 불편한 생활,
문화 시설의 부재 등에 실망하는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단순히 취
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전원생활의 낭만을 품고 입주한 도시민이 막상 넓
은 평수의 텃밭을 직접 관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반면, 귀농·귀촌에 뜻이 있거나 계획중인 참여자들은 2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
합해 볼 때, 체재형 주말농장의 참여자들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혹은
2년 이상의 장기계약자들로 양립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체재형 주말농장의 완공 후 첫 임대시 임대가격은 경매로 정해지는데,
이때의 경매가는 최고가격입찰제와 차순위가격입찰제를 혼합한 방식이
다. 우선 최고가격부터 5순위 가격까지 낙찰이 되며 실 거래금액은 5순
위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는 동일한 면적과 건물에 대해 차등금액을 수
취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
제학적으로도 1~4순위 입찰자들은 자신들이 써낸 가격보다 저렴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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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체재형 주말농장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1년 단위 계약금액
은 같은 군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주변 경관, 접근성, 밭의 면
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주변 경관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한다.
체재형 주말농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거주시설이 완
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체재형 주말농장은 조립식 가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난방시설은 제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철인 10~3월 동안에는 시설
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온이 낮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은 당국의 지원 자체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데다 초기 설치비용이 높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립식 가건물 특성상 높은 감가상각
비와 연말 수리비용을 포함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도 10년 이
상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건설 당시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단열에 대해
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재형 주말농장의 조성 규모는 평균 4개동으로 5개동을 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마을단위 사업으로는 초기 설치비용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가 작고 같은 군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텃밭만 조성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체재형 주말농장이란 특
색을 갖기 어렵다.
시 지원은 60% 수준이며 나머지 40%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가 많다. 이때 마을 이장이나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기는 하
지만 각자의 생업을 떠날 수 없는 입장이라 형식적인 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는 한다. 또한 시에서는 초기 설비비용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을 뿐 체재형 주말농장의 관리와 운
영방식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단
지로 조성되고 1동에 1가구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마을
활성화 및 소득창출이 어려워 관리자와 마을사람들의 자체적인 활동 유
인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초기 설비지원 이후 관리는 모두 마을단
위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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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용실태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체재형 주말농장에 입주한 계약자들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긍
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이 1년 단위라 참여자가 자주
바뀌고 도시민들에 대한 농촌사회의 이질감과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더욱이 입주한 도시민은 독립된 생활을 원하고 마을에서도
경관이 좋은 곳에 따로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민과 마을주민 간의 교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라. 요약 및 시사점
주말농장의 유형에 따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3-34>와 같다. 먼저, 주요 동기는 일상형과 주말형의 경우 취미/여
가활동이 제일 많고 체재형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서가 많았다. 또한
일상형과 주말형만을 놓고 비교했을 경우, 주말형에서 귀농·귀촌 준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 입지와 거주시설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거주지에서 주말농장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유형별 입지조건에 따라
거주지와 가까운 일상형이 가장 짧다. 이와 관련하여 경작지 선택 시 중
요한 요인으로 일상형과 주말형 참여자는 집과의 거리를 꼽았고 체재형
참여자는 주변 경관을 중요시 하였다. 이는 일상형과 주말형 참여자의
주요 동기에 따라 취미/여가활동으로 주말농장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당일치기가 가능한 거리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재형 참여자
의 경우에는 농작물 재배 이외에도 자연에서 휴양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평균 재배면적크기는 체재형, 주말형, 일상형 참여
자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형 참여자의 평균 재배면적은 12.2㎡로 세 가지
유형 중 면적이 가장 작고 재배계획도 현행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주말형 참여자의 평균 재배면적은 41.6㎡로 중구획에 해
당하며 재배를 확대할 계획도 35.5%로 높게 나타나 일상형 참여자와 뚜
렷한 차이를 보였다. 체재형 참여자의 평균 재배면적9)은 140.5㎡이며, 대
9) 체재형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 마다 대구획 크기의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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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임에도 불구하고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참여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거주지와 거리가 먼 농촌지역에 있는 주말농장을 선택
한 참여자는 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재배면적이 크며 확대의향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체재형 주말농장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귀농·귀촌
이전에 미리 농촌에 거주하는 2지역 거주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참여자의 특성 이외에 조사결과 드러난 주말농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형과 주말형 주말농장은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
로 이를 보완할 기본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말농장의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
그램 개발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말농장 내 도시농업
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농업기술센터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 정기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교육 수
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모든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규모와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주 이용시간에 도시농업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체재형 주말농장의 주된 문제점은 체재시설의 활용성과 운영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특히, 체재시설의 활용성은 체재형 주말농장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앞서 언급
한 마을단위에서 체재형 주말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프로그
램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형과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재배 계획에서 나타나듯 참여자 대부분이 현행 면적
에 만족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 참여자에 비해 평균 재배면적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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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동기
평균
이동시간
경작지
선택요인
평균
재배면적
재배계획
문제점

개선방안

<표 3-34> 유형별 주말농장 비교
일상형
주말형
체재형
취미/여가활동 취미/여가활동
귀농·귀촌준비
귀농·귀촌준비
32분
63분
98분
집과의 거리
집과의 거리
주변 경관
12.2㎡
41.6㎡
140.5㎡
현행유지(54.8%) 현행유지(40%)
현행유지(90.5%) 확대할
계획(35.5%) 확대할 계획(40%)
운영 프로그램 부족
마을 단위 특색이
운영 프로그램 부족 운영 프로그램 부족 없음
활용성
교육 인력 부족 교육 인력 부족 체재시설의
이 낮음
마을주민과의 교류
부족
체재시설의 설비 보완
적정규모를 통해 규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 경제실현
보급 장소로 적극 참여자의 적극성에 따 운영방식 등 소프
활용
라 귀농·귀촌 유도 등 트웨어적인 지원이
도시농업전문가 활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필요
용 방안이 요구됨
평일에는 학교 체
험교육과 연계 등
활용률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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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말농장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1절 분석 모형
종속변수가 두 가지 값만 취하는 이산형 변수일 때에는 이항선택모형
인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과 로짓·프로빗 모형
(logit or probit model)을 사용한다. 이항선택모형의 기본은 의사결정 주
체가 1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LPM을 사용할 경우, 추정은 쉽
지만 확률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비현실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짓모형과 프로
빗모형이 개발되었고,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Pr     ′      

(1)

이때 로짓모형에서는 확률변수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로 로지스틱함수(logistic function)를 사용하고 프로빗 모
형에서는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주말농장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주말농
장 참여 또는 비참여라는 이산형 변수를 사용하며, 위의 모형 중 프로빗
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사용한다.
  ≡

 









 ∞ 





(2)

제2절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제3장의 주말농장 참여 및 비참여자의 설문조사 분석내
용 토대로 주말농장 참여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유찬주·장동헌(2002),
황정임 외(2010) 등 도시농업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도시농업 관련
- 69 -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체 주말농장
의 참여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말농장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
용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이용형태가 다르고 주말농장 참여에 영
향을 주는 요인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를 따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말농장의 유형이 입지와 이용형태에 따라 구
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말농장 선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상의 형태가 향후 주말농장 참여의향 있음/참여의향
없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말농장 참여의향 여부도 종
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종속변수의 기초
통계량과 변수 설명은 <표 4-1>과 같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
변수 설명
평균
주말농장 참여
주말농장 참여 1=현재
0.71
0=현재 주말농장 비참여
주말농장 1=현재 주말농장 참여
0.87
참여남성 0=현재 주말농장 비참여
주말농장 1=현재 주말농장 참여
0.63
참여여성 0=현재 주말농장 비참여
주말농장 선택
주말농장 선택 1=일상형
0.33
0=주말형 주말농장 선택
주말농장 1=향후 주말농장 참여의향 있음 0.86
참여의향 0=향후 주말농장 참여의향 없음

표준
편차
0.45
0.34
0.48
0.47
0.35

N
264
94
173
188
264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크게 ①사회경제적 특성, ②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③도시농업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초
통계량과 설명은 <표 4-2>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 나
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 수,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소득을 변수로 설
정하였다. 결혼 여부는 응답자의 97.7%가 기혼이기 때문에 변수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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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였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수로는 3장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 주말농장 참여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과거 농촌지역 거주기
간과 귀농·귀촌 의향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농업·농촌 다원적 기
능 이해도와 초/중/고 농업·농촌 교육 확대 긍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하여 합산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수는 인식이 긍정적이고 과거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길며 귀농·귀
촌 의향이 있을 때 주말농장 참여와 참여의향에 양(+)의 효과를 줄 것으
로 기대된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 변수로는 도시농업 교육 여부 및 관련 기관이용을
사용하였다. 도시농업 교육은 정부기관, 문화 센터, 시민단체,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행한 도시농업 관련 교육10)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 도시농업 교
육 관련 정부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교육 및 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이용여부가 직·간접적인 도시농업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은 앞서 설문결과 분석에서 보았듯 주말농
장 참여 및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남녀를 구분하여 참여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은 위와 동일한 독립변수
를 활용하였다. 다만 주말농장 선택모형에서는 실제 귀농·귀촌 계획여부
가 주말농장 참여의향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현재 주말농장 참
여 여부가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독립변
수로 활용하였다.

10)현재 도시농업 관련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뿐만아니라 시민문화센터,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작물 유형에 따른 재배 방법, 일반적인 작물 관리
방법,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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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
변수 설명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1=여자, 0=남자
나이
연령
대졸 이상
1=4년제 대졸 이상, 0=otherwise
직업
참조집단: 무직
무직
1=무직/전업주부/기타
0=otherwise
자영업
1=자영업, 0=otherwise
서비스/기능직 1=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단순업무직, 0=otherwise
사무직/전문직 1=사무직, 경영/관리직, 전문직
0=otherwise
가족 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
자녀 수
초등학생 이하 자녀 수
월소득 수준
참조집단: 6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599만원
400-599만원
6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농촌지역 거주 기간 농촌에서 생활한 기간(년)
귀농·귀촌의향
1=귀농·귀촌 계획이 있거나 소망
0=앞으로도 도시에 거주할 계획
귀농·귀촌계획
1=귀농·귀촌 계획이 있음
0=귀농·귀촌 계획이 없음
농업·농촌인식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도와 초
긍정도
중고 농업·농촌관련 교육 확대 긍
정도 합산(1~10점)
도시농업 관련 교육
도시농업 교육
1=교육받은 적 있음 또는 농업기
술센터 이용. 0=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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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0.66 0.48
49.86 9.92
0.75 0.44
0.50 0.50
0.09 0.28
0.05 0.22
0.36 0.48
3.75 1.00
0.53 0.84
0.30 0.46
0.35 0.48
0.35 0.48
4.73 7.82
0.71 0.45
0.25 0.43
8.35 1.32
0.32 0.73

제3절 추정 결과
1. 주말농장 참여 결정요인 추정 결과11)
<표 4-3>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주말농장 참여결정요인 추정 결과
이다. 먼저 모형Ⅰ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만을 고려한 것으로 이중에서
성별과 가족 수, 초등학생 자녀 수, 400-599만원 소득구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계수 값이 음수로 남성일 때 주말농장 참여 확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농장 특성상 주말농장 참여자가
친구나 동료, 이웃 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실태조사 시 남성보다
여성이 친구나 동료, 이웃과 동반하는 행태가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가족 수는
주말농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이 많을수록 가족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수도 주말농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주말농장을 통해 도시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적접 농작물을 재배하므로서 생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400-599만원
구간의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말농장 참여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고
소득에서 중간 소득층으로 바뀔 경우, 주말농장 참여확률이 높아짐을 의
미하며 황정임 외(2010)의 주말/체험농장 취미농업형 참여자의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모형Ⅱ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를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특성은 모형Ⅰ과 직업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이 주말농장 참여
에 음(-)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일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자영업으로
11)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주말농장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지만, 일부 변수 간
에 나타날 수 있는 연립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향후 주말농장
참여자의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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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면 주말농장 참여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주말농장은 일반적으로
주말에 일정 시간을 농작물 재배에 투자하는 행위로 자영업일 경우, 일
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가용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수
는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귀농·귀촌 의향 변수의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
록 주말농장 참여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3> 주
말농장 참여 동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농촌지역에 거주
경험이 있고 그 기간이 길수록 농촌에 대한 향수가 커 주말농장을 찾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의향도 주말농장 참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귀농·귀촌 의향에 따라 그에 대한 준비 내지
대리 만족을 위해 주말농장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모형Ⅲ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
도,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고려하여 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주
말농장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모형Ⅱ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수에서는 귀농·귀
촌 의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은 주말농장 참
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도시농업 교
육의 수요가 높고 필요성이 강조한 바 주말농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
안으로 도시농업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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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말농장 참여 결정요인 추정결과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성별
나이
대졸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사무직/전문직
가족수
초등학생이하 자녀수
400만원 미만
400-599만원
농촌지역 거주 기간
귀농·귀촌 의향
농업·농촌인식긍정도
도시농업 교육
constant
Log-likelihood
LR 
N


-0.670 (0.257)
0.009 (0.012)
-0.114 (0.234)
-0.694 (0.351)
-0.011 (0.475)
0.107 (0.237)
0.263 (0.102)
0.212 (0.139)
0.281 (0.235)
0.391 (0.225)
0.020 (0.013)
0.480 (0.196)
0.046 (0.072)
0.292 (0.150)
-0.401 (0.857) -1.500 (1.076) -1.450 (1.075)
-140.27
-134.90
-132.85
36.38
47.11
51.22

-0.808
0.012
-0.218
-0.531
0.142
0.182
0.215
0.232
0.243
0.362








(0.247) -0.654
(0.011) 0.012
(0.221) -0.100
(0.341) -0.595
(0.457) 0.038
(0.226) 0.123
(0.097) 0.251
(0.138) 0.211
(0.227) 0.297
(0.216) 0.366
0.024
0.501
0.042












(0.254)
(0.012)
(0.231)
(0.343)
(0.480)
(0.234)
(0.100)
(0.139)
(0.233)
(0.222)
(0.013)
(0.194)
(0.072)













264

주: 1) ( )안은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주말농장 참여결정요인을 분석한 결
과, 성별에 따라 주말농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
다. 먼저 남성을 살펴보면, 나이와 소득이 각각 10%,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득층에서 취미/여가활동이
나 건강을 위해 주말농장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
의 경우에는 가족 수와 귀농·귀촌 의향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집안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안
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주말농장
이용이란 행위로 표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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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남성과 여성의 주말농장 참여 결정요인 추정결과
변수
남성
여성
(0.038)
0.000
(0.014)
나이
0.064
-0.340
(0.866)
-0.107
(0.248)
대졸 이상
-7.159 (564.515) -0.222
(0.504)
자영업
-5.206 (564.515) -0.083
(0.622)
서비스/기능직
-4.967 (564.515)
0.163
(0.264)
사무직/전문직
0.514
(0.360)
(0.111)
가족 수
0.229
(0.411)
0.166
(0.156)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0.467
0.885
(0.716)
0.020
(0.274)
400만원 미만
(0.732)
0.205
(0.261)
400-599만원
1.680
-0.015
(0.033)
0.021
(0.017)
농촌지역 거주 기간
0.835
(0.737)
(0.215)
귀농·귀촌 의향
0.506
0.079
(0.086)
농업·농촌인식긍정도 -0.118 (0.180)
0.608
(0.464)
0.225
(0.177)
도시농업 교육
1.006
(564.520) -1.702
(1.192)
constant
Log-likelihood
-21.24
-103.23
28.49
21.53
LR 
N
91
173










주: 1) ( )안은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2. 주말농장 유형 선택 결정요인 추정 결과
주말농장 유형 선택 결정요인의 추정 결과는 <표 4-6>과 같으며 성
별, 교육 수준, 소득, 귀농·귀촌 계획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음의 값을 가지며, 주말형 주말농장을 선택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친
다. 즉, 성별이 여자일 경우 주말형 주말농장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일상형 주말농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표 3-6>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방문횟수가 높기 때문에 거주지와 인접해 있
는 일상형 주말농장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
육 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주말형 주말농장을 선택에 양(+)의 영향을
준다. 일상형 주말농장은 접근성이 좋아 주말형 주말농장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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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계획이 주말형 주말농장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표 3-31> 유형별 주말농장 참여 동기에
서 나타나듯 구체적인 귀농·귀촌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농촌지역
과 인접한 주말농장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4-5> 주말농장 유형선택 결정요인 추정결과
변수
주말형 선택

성별
나이
대졸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사무직/전문직
가족수
초등학생이하 자녀수
400만원 미만
400-599만원
농촌지역 거주 기간
귀농·귀촌 계획
농업·농촌인식긍정도
도시농업 교육
constant
Log-likelihood
LR 
N

-0.658
-0.011
-0.769
-0.541
0.255
0.027
0.086
0.204
0.804
0.565
0.009
0.550
-0.012
-0.064
0.015












-100.12
38.15
188

(0.275)
(0.013)
(0.267)
(0.425)
(0.494)
(0.270)
(0.110)
(0.141)
(0.293)
(0.272)
(0.013)
(0.250)
(0.085)
(0.141)
(1.176)

주: 1) ( )안은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3. 주말농장 참여의향 결정요인 추정 결과
주말농장 참여의향 결정요인 추정 결과는 <표 4-6>와 같으며, 사회경
제적 특성만을 반영한 모형Ⅰ에서는 성별과 가족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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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반영한 모형Ⅱ에서는 가족 수와
귀농·귀촌 의향, 농업·농촌 인식 긍정도가 참여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농촌 인식 긍정도가 주말농장 참여의
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결정요인의 추정결과와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앞서 주말농장 참여 의향과 농업·농촌 인식에 대한 분
석과 같은 맥락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일수록 주말농장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참여자와
와 비참여자를 구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말농장 참여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Ⅲ에서는 앞서
기대한 바와 같이 주말농장 참여가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추정된 계수 값이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말농장
참여가 향후 주말농장을 지속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참여자가 주말농장을 이용하면서 얻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체험 행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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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말농장 참여의향 결정요인 추정결과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성별
나이
대졸 이상
자영업
서비스/기능직
사무직/전문직
가족수
초등학생이하 자녀수
400만원 미만
400-599만원
농촌지역 거주 기간
귀농·귀촌 의향
농업·농촌인식긍정도
도시농업 교육
주말농장 참여
constant
Log-likelihood
LR 
N


-0.185 (0.375)
-0.011 (0.015)
0.175 (0.327)
-0.076 (0.501)
-0.577 (0.665)
-0.308 (0.343)
0.163 (0.131)
-0.060 (0.190)
-0.155 (0.328)
-0.142 (0.334)
-0.017 (0.017)
0.751 (0.270)
0.222 (0.108)
0.028 (0.205)
1.750 (0.288)
1.044 (0.906) -1.794 (1.215) -1.815 (1.423)
-101.53
-88.23
-64.81

-0.638
-0.006
-0.001
-0.060
-0.121
0.056
0.196
0.091
-0.027
0.023





(0.286)
(0.011)
(0.246)
(0.409)
(0.481)
(0.258)
(0.106)
(0.152)
(0.260)
(0.249)

-0.483
-0.001
0.075
-0.265
-0.534
-0.220
0.275
0.079
0.021
0.109
0.000
0.955
0.202
0.128






(0.310)
(0.012)
(0.280)
(0.443)
(0.549)
(0.289)
(0.115)
(0.160)
(0.280)
(0.276)
(0.015)
(0.226)
(0.088)
(0.170)






14.50

주: 1) ( )안은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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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264

87.93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도시농업 현황
및 국외 사례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주말농장 참여자의 특성
및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농업 현황은 도시농업의 역사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국외 사례를 통해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서는 주말농장 참여자의 동기부터 생산·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특히, 농
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도시농업 관련 교육에 초점을 맞춰 분석
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말농장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사회경제적
특성,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도시농업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주말농장 참여 및 참여의향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사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외 도시농업 정책과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도시농업 공간확보
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고 도시농업이 도농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농업 실태조사 시 공유지
및 유휴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농업법의 목적에 맞춰
도시와 농촌의 공생에 대한 제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말농장
이용객은 주로 40-50대 사무/전문직 종사자와 전업주부로 취미나 여가활
동을 목적으로 주말농장을 이용한다. 둘째, 도시농업 교육을 받았거나 귀
농·귀촌 의향이 있는 참여자가 주말농장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셋째,
주말농장 참여자는 주말농장 이용기간과 도시농업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농업 교육을 필요로 한다. 넷째, 참여자는 주말농장을 통해 생산된
잉여 생산물에 대해 교환이나 기부의향이 높다. 다섯째, 농업·농촌에 대
한 인식은 주말농장 참여의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참여의향이 있
는 집단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여섯째, 주말농장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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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라 참여자의 이용형태가 다르다. 일곱째, 주말농장 내 운영 프로
그램과 도농교류 연계가 미흡하며, 체재형 주말농장의 체재시설 활용성
이 낮다.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및 참여의향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귀농·귀촌 의향과 도시농업
교육이 주말농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성별에 따라 주
말농장 참여 결정요인이 다르다. 남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주말농장 참여
확률이 높아지고 고소득에 비해 중소득이 주말농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 여성은 가족 수가 많고 귀농·귀촌 의향이 있을수록 주말농장
참여 확률이 높다. 셋째,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말농장 유형선택이
다르다. 먼저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소득자가 일상형 주말농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상형 주말농장을 선택할 확률
이 높다. 반면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말형 주말농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넷째,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귀농·귀촌 의향이 있을수록 주말농장 참여의향이 높으며 특
히, 현재 주말농장 참여가 참여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도시농업전문가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제1기 도시
농업전문가를 배출하였다. 도시농업 전문가는 향후 서울시와 구청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현장에 자원봉사자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그 이외
에 뚜렷한 활동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
말농장 실태조사결과 참여자의 69.7%가 도시농업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주말농장 내 상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주말농장 내 적절한 인원의 도시농업 전문가를 배치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농업 농산물 교환 및 기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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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태조사 결과, 주말농장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상당하며
참여자의 45.7%가 다른 농산물과 교환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기부
할 의향이 있는 참여자가 전체의 77.7%를 차지하여 도시농업이란 행위
가 사회적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시농업법에
따라 10가구 이상의 도시 가구가 참여하면 도시농업공동체 구성이 가능
하다. 또한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협
동조합 설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말농장 참여자가 도시농업공동체 및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도시농업 농산물을 소규모 유통하는 방법 등 다양
한 사회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재형 주말농장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
재 체재형 주말농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더욱이 현행 규정상 1동에 1가구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
문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참여자와 마
을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많지 않으며, 실질적인 도농
교류 활성화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일에는 농촌체험마을 프로
그램과 연계하여 체험 학생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등 주간 활용성을 높이
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
서 진행하는 도시농업 교육은 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 교육 여부가 주말농장 참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귀농·귀촌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의향은
주말농장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구체적인 계획 여부에 따라 주말농
장의 유형선택도 달라지게 된다.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말형 주말농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과 연계한 홍보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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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국가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 데이
터에 비해 유효 관측치가 적기 때문에 도시농업 참여 지속요인과 같은
보다 세밀한 실증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차후 국
가 차원의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주말
농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과
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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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 주요 변수간 상관 관계
성별
나이
대졸 이상
자영업
서비스/
기능직
사무/
전문직
가족수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400만원
미만
400-599만
원
농촌지역
거주기간
귀농·귀촌
의향
귀농·귀촌
계획
농업·농촌
인식긍정도
도시농업
교육
주말농장
참여

성별 나이 대졸이상 자영업 서비스/
기능직
1.000
-0.182*** 1.000
-0.167*** -0.100 1.000
-0.172*** 0.038 -0.221*** 1.000
-0.130** 0.039 -0.109* -0.070 1.000
-0.363***-0.200*** 0.224*** -0.234*** -0.172***
0.045 -0.075 -0.091 0.022 -0.049

사무/
전문직

가족수

1.000
0.076

1.000

-0.030 -0.449*** 0.139** -0.082 -0.123** 0.231*** 0.255***
-0.124** 0.151**
-0.016 -0.012
-0.185*** 0.226***
-0.197*** -0.038

-0.176***
-0.080
-0.148**
-0.063

0.065
0.110*
0.035
0.078

0.007
-0.208***
-0.142**
-0.250***

-0.129**
0.148**
-0.032
-0.025

0.019 0.204*** -0.066 -0.007
-0.041 0.100 0.249*** -0.064
0.123** 0.045 0.016 -0.038
-0.041 0.029 0.168*** 0.153**

0.003
-0.052
0.157**
0.044

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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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
-0.058
0.030
0.106*

-0.075 -0.172***
0.020 0.118*
-0.009 -0.057
0.098 -0.006

< 2 > 주요 변수간 상관 관계(계속)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400만원
미만
400-599
만원
농촌지역
거주기간
귀농귀촌
의향
귀농귀촌
계획
농업
농촌인식
긍정도
도시농업
교육
주말농장
참여

초등학생 400만원 400-599 농촌지역
이하
자녀수 미만 만원 거주기간

귀농
귀촌
의향

귀농
귀촌
계획

농업농촌
인식
긍정도

1.000
-0.120* 1.000
-0.057 -0.478*** 1.000
-0.064 0.050 0.084
0.000 -0.010 0.014

1.000
0.065

-0.114* -0.006

0.003

0.040

0.352*** 1.000

0.151**

-0.014

-0.069

0.003

0.118*

-0.031

1.000

-0.113*
0.110*

0.104*
0.027

-0.017 0.182*** 0.094 0.174***
0.084 0.159*** 0.206*** 0.056

0.003
0.092

1.000

주: ***p<0.01, **p<0.05, *p<0.1

< 3 > 주요 변수간 상관 관계(계속)
도시농업 교육
주말농장 참여

도시농업 교육
1
0.1393**

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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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참여
1

< 4 > 도시농업 참여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과정 홍창수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도시농업
에 참여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거주민이 생업을 제
외한 취미, 건강, 교육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및 근교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
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ex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등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경작 또
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사결과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
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경제사회학부
▣ 조사 관련 문의처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홍창수 : ☏ 02-880-4714 H.P) 010-3401-9190

1. 귀하는 농촌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2번’ 으로
⇩
1.1 귀하가 농촌에서 생활한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약(
)년
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
3. 귀하는 현재 모두 몇 종류의 채소를 재배하고 계십니까? (
)종류
4. 귀하는 현재 ’주택 내부’ (ex 실내, 베란다, 옥상 등)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계십니까?
① 예 ⇨ 화분이나 상자 (
)개
② 아니오
5. 귀하는 현재 ‘주택 외부’ (ex 텃밭, 주말농장, 개인·공동 소유 토지 등)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계십니
까?
①예
② 아니오 ⇨ 문 ‘6번’ 으로
⇩
5.1 경작지의 규모는 약 몇 평 정도입니까? (공동경작인 경우 전체 면적을 참가 가구로 나눈
‘단위 가구당 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약(
)평
5.2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정도 경작지에 가십니까?
약(
)번
5.3 귀하는 경작지에 한번 방문할 때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십니까?
① 0~1시간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4시간 ⑤ 4시간 이상
5.4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십니까?
① 본인 혼자 ② 가족과 함께 ③ 이웃 주민과 함께 ④ 친구나 동료와 함께
5.5 경작지에 가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대중교통 ④ 자가용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
5.6 (앞서 말씀하신 교통수단으로) 귀하의 집에서 경작지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편도 (
)시간 (
)분
6. 경작지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과의 거리
② 경작지 주변의 편의시설
③ 임대 비용
④ 경작지의 규모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
7. 귀하는 농작물을 재배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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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가 농작물을 재배하게 된 주요 동기 2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첫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둘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취미/관심/여가활동으로
②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③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④ 건강을 위해서
⑤ 주변 사람의 권유로
⑥ 농촌에 대한 향수 때문에
⑦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귀하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농자재 구입비 (종자, 모종, 화분, 흙, 비료 등)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2만원 ④ 3만원 ⑤ 4만원 ⑥ 5만원 이상
(2) 농기구 구입비(삽, 호미 등)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2만원 ④ 3만원 ⑤ 4만원 ⑥ 5만원 이상
(3) 토지 임차료 (
)원/년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

(

)원/년

10. 귀하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관련 서적, 인터넷
② 이웃, 친지
③ 임대농장 운영자
④ 농업기술센터 및 정부기관 ⑤ 시민단체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
11. 귀하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둘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시간 부족
② 농사 경험/기술 부족
③ 비용부담
④ 장소/크기 확보 ⑤ 농자재/농기구 확보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
12. 도시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어느 점을 추가·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둘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도시농업 상담소 및 전문교육 운영 ②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자재, 농기구 개발. 보급
③ 공공차원에서의 농지 확보
④ 작물 재배, 종자 구입 등에 대한 안내서 개발, 보급
⑤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
13. 귀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 있다
②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본 적 있다
③ 전시시설이나 행사를 구경한 적 있다
④ 교육에 참가한 적 있다
⑤ 이용한 적 없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
14. 귀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14.1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농업기술센터 ② 주말농장 ③ 복지관/시민문화센터 ④ 학교
⑤ 시민단체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

- 91 -

15. 귀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 ‘16번’ 으로
⇩
15.1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을 원하십니까?
① 작물 유형에 따른 재배 방법 ② 일반적인 작물 관리 방법 ③ 농업 전반에 관한 교육
④ 농작물 재배로 수익 내는 방법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
16. 귀하는 앞으로 농작물 재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중단할 계획 ② 축소할 계획 ③ 현행 유지할 계획 ④ 확대할 계획
16.1 (16번에서 ①,②번을 선택한 경우만) ‘중단/축소’ 하실 계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심이나 흥미를 잃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④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⑤ 재배 방법이 어려워서 ⑥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경작지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⑧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
16.2 (16번에서 ③번을 선택한 경우만) ‘현행 유지’ 하실 계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확대’하고 싶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② 현재 면적이면 충분해서
⇩
16.2.1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① 잉여 농산물 처리 ② 장소 확보 ③ 비용 ④ 노동력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
16.3 (16번에서 ④번을 선택한 경우만) ‘확대’하실 계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② 주변에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③ 판매를 고려하고 있어서
④ 현재 경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⑤ 보다 다양한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
17. 귀하가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의 양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자가 소비하기에 부족한 정도
② 자가 소비할 정도
③ 적당히 주위에까지 나눠줄 정도 ④ 많아서 처리하기 힘든 정도
18. 귀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다른 농산물과 ‘교환’하
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19. 귀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실 의향이 있습니
까?
①예
② 아니오
20. 귀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다소 안전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21. 귀하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농촌 지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 ‘22번’ 으로
⇩
21.1 주로 다녀오신 곳은 어디인지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족, 친지가 있는 고향 방문
② 체험농장, 농산물 축제, 전통문화체험 등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 참여
③ 농촌 지역에 있는 명승지, 휴양지, 펜션, 민박 등 방문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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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댁에서는 주로 어떤 농산물을 구입하십니까?
① 주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② 주로 국내산 일반 농산물을 구입
③ 국내, 국외산 구분 없이 품질을 따져서 구입 ④ 국내, 국외산 구분 없이 가격에 따라 구입
⑤ 주로 외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⑥ 주로 외국산 일반 농산물을 구입
23. 농업·농촌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매우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반대 반대
동의 동의
(1) 농업·농촌은 농산물 생산 이외에도 환경 보
전, 녹지공간 제공,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 ①
②
③
④
⑤
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투자 수준을 높여 ①
②
③
④
⑤
야 한다
(3)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①
②
③
④
⑤
학습,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 도시에서의 농사활동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①
②
③
④
⑤
기여할 수 있다
24. ‘귀농’은 농촌으로의 이주와 함께 농업으로의 직업 전환(취농)을 포함한 용어이며, ‘귀촌’은
취농을 전제하지 않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향후 귀농 또는 귀촌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귀농할 계획이 있다
② 귀촌할 계획이 있다
③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귀농 또는 귀촌하고 싶은 소망은 가지고 있다
④ 앞으로도 계속 도시에서 살 것이다
25. 귀하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통계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① 농/어/축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숙련공
단순업무직 ⑥ 사무직 ⑦ 경영/관리직 ⑧ 전문직
(4) 귀하의 직업은? ⑤
⑨ 전업주부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________)
(5)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6) 귀하의 가족 수는? 본인 포함(
)명
① 있음(⇨
명) (8) 초등학생
① 있음(⇨
명)
(7) 미취학 아동
② 없음
② 없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9) 한달평균가구소득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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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시농업 비참여자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과정 홍창수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의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계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관련 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의처
석사과정 홍창수 : ☏ 02-880-4714 H.P) 010-3401-9190
‘도시농업’이란 도시거주민이 생업을 제외한 취미, 건강, 교육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및 근
교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ex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등 실
제로 먹을 수 있는 것) 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귀하는 농촌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2번’ 으로
1.1 ⇩귀하가 농촌에서 생활한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약(

)년

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
3. 귀하는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 ‘4번’ 으로
⇩
3.1 귀하가 과거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된 주요 동기 2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첫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둘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취미/관심/여가활동으로
②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③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④ 건강을 위해서
⑤ 주변 사람의 권유로
⑥ 농촌에 대한 향수 때문에
⑦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농작물 재배를 중단한 주요 이유 2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첫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둘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관심이나 흥미를 잃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④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⑤ 재배 방법이 어려워서 ⑥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경작지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⑧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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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 ‘5번’ 으로
⇩
4.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실내, 베란다, 옥상 등 주택 내 화분, 상자 등에
②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③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④ 개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말·체험농장을 임차하여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경작지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과의 거리
② 경작지 주변의 편의시설
③ 임대 비용
④ 경작지의 규모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
4.3 누구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본인 혼자 ② 가족과 함께 ③ 이웃 주민과 함께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

④ 친구나 동료와 함께

4.4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채소 ② 과수 ③ 곡류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
4.5 귀하는 도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주요 이유 2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첫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둘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④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⑤ 재배 방법을 몰라서
⑥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경작지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⑧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귀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 있다
②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본 적 있다
③ 전시시설이나 행사를 구경한 적 있다
④ 교육에 참가한 적 있다
⑤ 이용한 적 없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
7. 귀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7.1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농업기술센터 ② 주말농장 ③ 복지관/시민문화센터 ④ 학교
⑤ 시민단체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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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다소 안전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9. 귀댁에서는 주로 어떤 농산물을 구입하십니까?
① 주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② 주로 국내산 일반 농산물을 구입
③ 국내, 국외산 구분 없이 품질을 따져서 구입 ④ 국내, 국외산 구분 없이 가격에 따라 구입
⑤ 주로 외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⑥ 주로 외국산 일반 농산물을 구입
10. 귀하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농촌 지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 ‘11번’ 으로
⇩
10.1 주로 다녀오신 곳은 어디인지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족, 친지가 있는 고향 방문
② 체험농장, 농산물 축제, 전통문화체험 등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 참여
③ 농촌 지역에 있는 명승지, 휴양지, 펜션, 민박 등 방문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농업·농촌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매우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반대 반대
동의 동의
(1) 농업·농촌은 농산물 생산 이외에도 환경 보
전, 녹지공간 제공,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 ①
②
③
④
⑤
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투자 수준을 높여 ①
②
③
④
⑤
야 한다
(3)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①
②
③
④
⑤
학습,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 도시에서의 농사활동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①
②
③
④
⑤
기여할 수 있다
12. ‘귀농’은 농촌으로의 이주와 함께 농업으로의 직업 전환(취농)을 포함한 용어이며, ‘귀촌’은
취농을 전제하지 않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향후 귀농 또는 귀촌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귀농할 계획이 있다
② 귀촌할 계획이 있다
③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귀농 또는 귀촌하고 싶은 소망은 가지고 있다
④ 앞으로도 계속 도시에서 살 것이다
13. 귀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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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① 농/어/축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숙련공
단순업무직 ⑥ 사무직 ⑦ 경영/관리직 ⑧ 전문직
(4) 귀하의 직업은? ⑤
⑨ 전업주부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________)
(5)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6) 귀하의 가족 수는? 본인 포함(
)명
① 있음(⇨
명) (8) 초등학생
① 있음(⇨
명)
(7) 미취학 아동
② 없음
② 없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9) 한달평균가구소득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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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determinants and
characteristics of weekend farm
participants
Changsoo Hong
Dept.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climate change, food crisis and
increase in income and leisure tim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urban agriculture. The urban agriculture is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 the overall perception on agriculture of Korea
in addition to positive recognition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direct cultivation of crops by townsmen. In the midst of the
increase in demand for urban agriculture and interest in expected
effects, the law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came into force as from May. For the flexible promotion of urban
agriculture with the urban agriculture legislation, it is requir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 for
urban agriculture and factors involved.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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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plans for a weekend farm through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weekend farm, the representative type
of urban agriculture. Towards this end, types of the weekend farm
we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use, and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Based on its result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ere identified and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were analyzed utilizing statistical
analysis and probit model.
The major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in weekend farm require education in urban agriculture
regardless of use period and whether or not to receive education in
urban agriculture and the education in urban agricul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in weekend farm. Second,
participants have high intention to exchange or donate farm surpluses
produced through weekend farm. Third, participants have different use
patterns depending on the type of weekend farm, and the specific
plans for returning to the soil and taking up farming serve as
important factors in selection of the patterns. Fourth, positiveness on
th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intention to return to the soil and
take up farm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weekend farm. In particular, the current participation in weekend farm
has a huge effect on willing to participate.
Meanwhile, the above results g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the strategies to activate weekend farm. First, the
education in urban agriculture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general townsmen as its targets, and it is required to formulate
customized urban agriculture programs suitable fo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ype of weekend farm. In addition, plans to secure
educational personnel are required for education in urb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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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weekend farm,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s for
the exchange and donation of urban agriculture produce.
This study suggested the plans to activate weekend farm though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n the
determinant of participation. However,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s in
that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some specific areas.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more advanced research can be achieved if
data is complemented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on the urban
agriculture in the near future.
Keywords: Urban Agriculture, Weekend Farm,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Student ID: 2010-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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