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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2012년 5월, ‘도

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도

시농업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과 풀뿌리 단체들에 의

해 추진되어온 도시농업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시초는

1990년대 초, 혹은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연구

는 그간 조경 및 환경·생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도시농업 연구에서

나아가, 도시농업 붐(boom)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추

진의 장(場)에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동학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상호관계를 모색한다.

도시농업을 추진주체에 따라 ‘조직적 시민농업’과 ‘국가주도 도시농

업’으로 분류할 때,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시민농업의 조직적 활성화

에는 농업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심화, 식량안전성과 식량주권의 위협

이라는 사회학적 배경이 있었다. 한편 200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되어온 국가주도의 도시농업은 도·농통합의 지역균형, 노동력 재생산,

‘위험사회’의 위험관리, 사회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지고 있

다. 요컨대 탈근대적이며 대안적 성격의 도시농업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위험회피전략이자, 동시에 국가가 국가

운영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요인들을 바탕으로 ‘위험사회’의 위험을 관리하

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이와 같은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조직적 시민농

업’과 ‘국가주도 도시농업’이 서로 맞물리며 경쟁하는 장(場)이다. 공공부

문과 시민사회부문은 ‘도시농업’의 개념정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역할분담, 도시농업 활성화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이해 - 식물공장 육

성, ‘평가’와 ‘경쟁’원리의 도입 측면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공

부문은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시민

농업의 오랜 역사를 고려한다면 공공계획으로서의 도시농업에서 시민사



회부문의 역할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높은 재정투입 비

율 또한 시민사회부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자본주의의 심화

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 제3섹터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도

시농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참여와 발언권이 보장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이 필요하다.

◆ 주요어 : 도시농업, 시민농업,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 학 번 : 2011-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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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2011년 10월,

국가차원에서의 도시농업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동 법률에 따

르면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서

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여 도시농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은 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일

어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 때 붐을 일으켰던 도시 근교의 주말농장

을 비롯해 옥상정원과 텃밭 등 시민 개개인과 풀뿌리 단체들에 의해 추

진된 도시농업을 고려한다면 그 역사는 1990년대 초, 혹은 그보다 더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간 도시농업을 통한 ‘녹색공간(green space)’, 기술적 차원에서의

‘커뮤니티(community) 만들기’ 등 조경 및 환경·생태적 차원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농업’ 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사

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도시농업’이 현 단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어떤 연관을 맺

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나아가 도시농업 추진의

장(場)에서, 법률에 의거한 공공주도 부문과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서 시민

사회 부문의 상호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위

한 전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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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1990년대 이후, 공간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해 추진된 각종 도시농업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한

다. 도시농업을 추진주체에 따라 ‘1)시민사회주도/개입, 2)공공부문주도/

개입, 3)자발적 개개인’ 세 가지로 분류할 때, 각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농업은 사회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 실증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도시농업의 ‘사회화’에 주목하

여 ‘시민사회주도/개입 도시농업’과 ‘공공부문주도/개입’ 도시농업을 연구

의 대상으로 한다. 시민사회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농업 활동은 도시 및

근교지역에서 농업행위를 하거나, 나아가 ‘도시농업운동(social

movement)’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포함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농업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책연구소의 도시농업 관련 정책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질적연구로서 선행연구·이론의 검토 및 리뷰,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참여관찰 및 면담 등의 방법이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이론의 검토와 리뷰를 통해 국내 도시농업에 대한 학

문적 논의의 역사와 추이를 살핀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도시농업의 어떤

측면에 주목해왔는지 파악하고,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 속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목적과 의의를 설정한다.

둘째, 도시농업 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안건, 공공문서, 고시자료, 국

책기관 연구보고서와 학술지 게재 논문, 출간 단행본, 언론보도자료, 인

터넷 홈페이지 및 활동가들의 개인 블로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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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과 공공문서, 고시자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에서 제

공하는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부의 도시농업 활

성화 정책수립 과정과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도

시농업 담론들과 그에 따른 실천들의 역사 및 현재를 정리한다.

셋째,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현장 참여관찰1)과 참여자 비

구조화 면접, 공공부문 실무자와의 면접을 수행한다. 이는 국내 도시농업

활동의 실제 현장을 포착하고, 문헌자료로는 알기 어려운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부문의 상세 활동내역과 두 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

함이다. 특히 참여관찰은 연구 대상지에서의 직접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

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공감대를 바탕

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

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도시농업협동조합인 ‘씨앗들협동조

합(이하 씨앗들)’에서 제공하는 ‘2013 레알텃밭학교’2)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2013 레알텃밭학교’는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8주에 걸쳐 매주 이론 강의와 텃밭실습을 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공부문 실무자와의 면접으로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도시

농업팀 주무관 두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주변상황에 치중하여 내

부적인 현장(setting), 상호작용, 관계, 행위, 사건 등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자료를 창출해내는 방법을 일컫는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료창출의 방법

으로 참여관찰을 수행할 수 있다. ①연구자의 존재론적 관점이 상호작용, 행동과 행

위,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 등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

우. ②연구자의 인식론적 입장이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증거가 관찰, 참여, ‘자연

스럽거나 실제’의 생활경험, 상호작용하는 상황 등에 의해서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경

우. ③연구자가 사회적 설명을 위해서는 광범한 경향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이나 ‘두드

려 짜맞추는 식의’ 직접비교(예를 들어, 피면접자의 반응을 표준화시킨 응답유형과 비

교하여 짜맞추는)보다 자료의 깊이, 복잡성과 풍부함이 더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④연구자가 연구문제를 탐구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관찰을 하는 경우. (Mason, 

1996)

2) ‘2013 레알텃밭학교’의 상세한 일정은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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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국내 도시농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추세의 변화에 따라 연구주제와 그 내용 또한 달라져 왔다. 이를 시기별

로 구분하면 1990년대의 ‘취미·여가담론기’, 2000년대의 ‘지속가능담론기’,

200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책화·실용화 담론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말농장이 주로 여가활동으로서 큰 인기를 얻었던 1990

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2000년대, 그리

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2000년대 말에서 최근까지

의 연구경향 변천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는 도시농업의 취미·여가 담론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1990년

대 초부터 주말농장 형태의 도시농업이 번창하면서 1990년대에는 주로

주말농장, 근교농장, 관광농원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시민농

원의 이용 동향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노경아·김유일, 1995), ‘주말농장

이용실태 분석 –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이은희·김용아, 1998), ‘지역관

광농원 이용실태 및 선호도 분석’(최세현·최태길, 1998), ‘주말농장에서의

즐거움’(이희승, 1999), ‘주말농장 참여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나승

일·조록환·김대원, 2000), ‘한국관광농원 실태 조사분석과 농촌관광 발전

전략 연구’(류성호·이성우·박호균, 2001) 등 시민들의 주말농장 이용현황

과 인식, 지역경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조경학, 농업경

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원예과학 분야에서는 장소 및 시간대별 건물

내 탄산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도시농업에 적합한 패턴을 조사한 ‘도시농

업에 이용 가능한 건물 내 탄산가스 농도 및 변화 패턴 분석’(손정익·박

종석·강지은·신민경, 1997)과 ‘도시농업에 적합한 식물공장의 탄산가스

이용모델’(손정익·박종석·한종진, 1998)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가능성이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며 ‘대

안적’ 성격의 도시농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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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는 ‘도시근교농업의 복합산업화와 공간 활용’에서 지가상승과 개발

수요의 증대, IMF, WTO 농산물재협상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근교농업이 더 이상 생산기능에만 머물 수 없음을 지적하며, ‘농촌’이라

는 공간적 성격에 2·3차 산업의 개념을 더한 도농통합형 도시농업을 지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종덕(2002)은 ‘농업의 세계

화와 대안농업 운동’에서 세계화에 따른 국내농업과 농촌의 붕괴위험성

을 경고하며 비정부기구 중심의 대안농업운동 중 하나로 도시농업을 언

급한 바 있다. 이어 김수봉·조진희·정응호(2002)의 ‘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농업을

언급한다. 특히 해외 도시농업 사례를 들어,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와

정책지원을 통해 단순한 체험형 주말농장에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한편 장동헌·소순열(2005)은 ‘도시농업의 경영형

태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지면적, 전업 및 겸업농

가의 비율, 재배작물의 종류 등의 항목을 조사하여 도시농업의 경영형태

변화를 고찰했다. 하지만 여기서의 도시농업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국가정책이나 운동(social movement)으로서 도시농업이 아닌, 도시지

역에 잔존하는 생업으로서의 농업활동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서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영농실태와 존속가능

성 모색 : 전주시를 사례로’(장동헌, 2007)에서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걸

음 나아가 체험학습, 교육, 도농교류, 사회문화, 어메니티 등의 다원적 기

능을 가진 도시농업 개념에 주목하여, 전주시를 사례로 영농실태를 조사

하고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화·실용화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도시농업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2000년대 말부터는 국책연

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 연구가 대거 이루

어지고 있다. 가령 경기개발연구원(2010)의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2011)의 ‘도시농업 현안과제와 농촌

진흥기관의 역할’, 농촌진흥청(2011)의 ‘도시농업 매력과 가치’, 광주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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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2011)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그리고 신도시·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농업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한 한국토지

주택공사(2011)의 ‘개발사업에서의 도시농업 도입방안’ 연구 등이 있었고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로 더 많은

행정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도시

농업이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농업의 개념 및 한국에서의 실천사례들을 소개

한 ‘도시농업 –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전국귀농운동본부,

2011), 일본의 도시농업 역사 및 현황과 도시농업의 미래에 대해 논한

‘지금이야 말로 도시農’(蜂須賀 裕子·櫻井 勇, 2011),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

동하고 있는 저자가 도시농업의 의미와 실용적 지식들을 소개한 ‘도시농

업 – 도시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Tracey, 2011) 등 도시농업 관

련 단행본들이 한국에서 속속들이 출간 혹은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및 단행본들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거나 구체적인 도시농업 실천방안을 소개하고, 외국사례

를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고안하는 등의 실용적 부문

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날 도시농업이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현

상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도시농업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실천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시적 맥락과는 어떻

게 맞닿아 있는지, 국가가 법률로써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이

유는 무엇인지를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기의 질문들과 관련하여 도시농업에 대

한 사회학적 성찰을 시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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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농업 개관

1. 도시농업의 기원 및 정의

현대 자본주의 도시는 소비에 특화된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지

만, Tracey(2012)에 따르면 소비지가 아닌 생산지로서의 도시개념은 결코 낯

선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의 농업활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4,000년

전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형성된 최초의 문명도시에서의 농업 역

시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보다 직접적인 시초는 18

세기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15세기 중엽, 18세기 중엽에 걸쳐 두 차례의 인

클로저(enclosure)3)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강화함으

로써 농촌의 자본주의적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5세기 중엽에는 지

주계급들이 개방지·공동지·황무지 등을 경계표지로 둘러싸고 사유지화하는 1

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 가격

혁명에 따른 실질적 지대수입의 감소, 모직물 제조의 융성에 의한 양모가격

의 등귀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지주계급은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토지 사

유화를 통해 대규모 목양을 했다. 18세기 중엽에는 산업혁명으로 농산물 수

요가 급증하고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기

술을 도입한 대농경영을 위해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다. 1차 때와 달리

정부는 인클로저 운동의 촉진에 힘썼고, 이전과 같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인클로저가 시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지주와 농업

자본가계급은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농지에서 쫓겨난 소작농들은 도시에

서 근대적 임노동자가 되었다. 이 때 도시로 몰린 농민들의 구제대책으로 도

시 내 자투리땅을 빌려주어 경작하게 한 것이 오늘날 도시농업의 기원이다.

3) 인클로저(enclosure)와 관련해서는 ‘박지향(2012), 「클래식 영국사」, 파주: 김영

사.’, ‘박은태(2011), 「경제학 사전」, 파주: 경연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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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농업의 역사가 깊고, 그 사

례 또한 풍부하다. 예로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얼로트먼트(allotment)’다. 얼

로트먼트는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진 국민들의 생계유

지를 위한 토지할당(allotment) 제도에서 유래했다. 시민이 지자체로부터 저

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빌려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형

식이다. 자급용 채소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칙적으로 시장에서의 판

매가 금지되지만 복지차원의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임대기간

은 반영구적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이용자는 모든 농작물을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

garten)’이다. ‘클라인가르텐’은 ‘작은 정원’이란 뜻으로 가까운 도심 주변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 모인 단지다. 토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로

전국 단위의 클라인가르텐 협회가 정원 용도로만 개인에게 재임대한다. 도시

민들의 생산·휴양·휴식장소로서 순환농법으로 경작하며 도시녹지를 확보하

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일본에 도입한 일본형 ‘클라인가르텐’이 ‘시민농

원’이다. ‘시민농원’은 도심 곳곳의 주말농장, 텃밭 형태로 추진되며 현재 15

만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소규모 농지를 단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임대한다. 한국의 주말농장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농작물

을 선정하여 재배하는 것과 달리, ‘시민농원’에서는 농지주인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작물 선정부터 재배, 수확과정에 걸쳐 이용자를 지도하는 것이 특징

이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토지보전,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 보건휴양, 교육,

녹지조성 등의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이 외에 언급되는 해외사례로는 러시아의 ‘다차(Dacha)’가 있다. ‘다차’는

자연을 즐기기 위한 ‘제2의 전원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텃밭이 딸린 작은 통

나무집’을 의미한다. 과거 부르주아들의 별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도시에서 100∼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자급자

족형과 별장형으로 나뉜다. 위치상 이를 도시농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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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도시민들이 작물재배활동을 통해 자급자족

한다는 점에서 해외 벤치마킹 사례로 종종 언급되고 있다. ‘다차’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따뜻한 5∼10월에 기거하며 농작활동을 한

다. 구소련 붕괴시절 도시주민의 자급자족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으며, 잉여

수확물은 시장에서 판매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이용자는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 또는 도시 인근

의 토양과 수상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이

나 도심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UNDP, 1996). 국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정의는 도시농업을 정의하는 주체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시민단체 ‘전국귀농운동본부’의 박용범에 따르면

“단순하게 보면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사짓는 것이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

도 아니다. 시민이 농사를 짓는다는 기본 아이디어에서 다양한 해석과 적용

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전국귀농운동본부, 2011)”. 실제로 도시농업을 의

미하는 영어단어도 ‘urban agriculture’, ‘urban farming’, ‘city farm’,

‘community garden’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도시농업의 실천양상이 획일적

이지 않고, 접근방식과 실천 범위의 저변이 넓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농업 사례를 통해 공통의 특징을 추

려 도시농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은 공간적으로 도시내부 및 도시근교에서 일어나는 경작행위다.

첫째,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이고 순환재배방식을 추구한다. 둘째, 직재배와 직

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 유통망 개선을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천한

다. 셋째, 식품안전성을 확보한다. 넷째, 도시의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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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대의 식문화와 소비문화를 개선한다. 이상의 도시농업을 이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으로서의 ‘도시농업’으로 정의한다.4)

2. 국내 도시농업의 역사와 개요5)

한국에서 본격적인 도시농업의 시초는 체험형 주말농장이 인기를 끌

기 시작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당시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가 주도한 주말농장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여

유가 생긴 시민들에게 ‘휴양’과 ‘휴식’ 차원에서 큰 각광을 받았다. 여기

에는 여가의 중점이 ‘관광’에서 ‘휴양’으로 변하고 있던 사회·문화적 추세

도 기여했다(최세현·최태길, 1998). 수요가 늘면서 시민들에게 분양할 농

지가 부족해지자 서울시내 외에 경기도 인근지역에도 주말농장이 조성되

었다. 하지만 교외의 주말농장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주 1∼

2회 정도의 방문으로 일상적인 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대다수 자

가용 이용으로 인해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었다(이은희·김용아, 1998).

도시농업이 본격적으로 시민운동(social movement)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4년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실습이었다. 귀농자

들을 대상으로 한 귀농실습에서 정작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귀농자들이 아닌 도시민들이었다. 이듬해 2005년, ‘전국

귀농운동본부’는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농

부학교를 열었다. 이후 경기도 등지로 시민농장이 확대되고 인천도시농

업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시민사회부문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는 주말농장 뿐만 아니라 농지확보의

유용정도에 따라 학교텃밭 가꾸기, 상자보급을 통한 상자텃밭 가꾸기, 베

4) 참고로 蜂須賀 裕子·櫻井 勇(2011)는 기존의 농지가 도시화되면서 도시지역에 남게 된 생

업으로서의 농업활동과 기업형 대량생산 체제의 농업과는 차별화 되는 농업활동으로서 이

를 ‘도시農’이라 부르기도 했다.

5) 국내 도시농업의 역사는 안철환(2013)을 집중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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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텃밭 가꾸기, 옥상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서울그린트러스트’가 함께 추진한

상자텃밭보급은 대중에게 도시농업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9년 농촌진흥청에 도시농업팀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

센터에 도시농업팀이 꾸려지면서 공공부문의 도시농업 참여도 활발해지

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도처럼 도시화가 가속되어 관내에 농업인보다 도

시민이 더 많아지게 된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 대상의 농업교육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정은

공공부문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사실 전국 최

초로 도시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명시와 여타 지역에서 조례제정 자

체는 시민들로부터 기원한 측면이 컸다. 하지만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

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개

별적 추진이 점차 늘어나면서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

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 내 경작지 확보가 어렵고,

현행 농지법상 특정 부지에서는 경작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2

일 공포되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르면 농

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년 주기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고,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도

시농업 사업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 역시

동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영 도시농업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풀뿌리 시민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법률제정을 통한 국가의 지원과 참여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시민사회부문의 도시농업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은 각종 ‘도시농업 연구’ 와 법률·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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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농업의 추진주체

도시농업은 이를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천형태와 방법 또한 다원화 양상을 보인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

로 획일화하여 묶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작업이고, 유형화 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또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이 연구는 도시농업 활

동에 관여하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따라 추진주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농업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가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도시농업이다. 둘째, 공공부문이 주도

하거나 개입하는 도시농업이다. 셋째, 자발적 개개인에 의한 도시농업이다.

이중 자발적 개인에 의한 도시농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 개인에 의해 실천

되는 것으로, 사회 표면에 드러나는 실증적인 연구대상으로서는 포착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가령 개인이 베란다 한편에서 기르는 상추화분이나 고추모

종은 그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통계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도시농업을 ‘조직적 시

민농업’, 공공이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도시농업을 ‘국가주도 도시농업’으로

명명하여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상세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조직적 시민농업

개인적 차원의 실천에서 나아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종의 사

회운동으로서의 도시농업이다. 주말농장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간에서 손쉽

게 실천할 수 있는 학교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자투리 공간 텃밭, 베란다

텃밭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농작물을 생산하겠다는 목적적 행위보다는 도

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파생된 순기능들과, 경작행위를 통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한다. 도시농업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

로 이론 강의와 실습을 포함하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거나 홍보행사를 개

최하는 등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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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산 농작물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거

나 사회복지차원에서 기부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도시농업의 열린

정의가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6)

2) 국가적 정책농업

공공부문이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도시농업으로. 쿠바가 대표적인 사례

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국가적 고립위기에 처하

자, 정부가 나서서 농업을 3대 국가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농업활성화 정책

을 실시하여 식량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특히 아바나(Havana)시는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목을 받았다. 쿠바

의 도시농업은 유기농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오가노포니코(organoponicos)7)라

하여 콘크리트 벽돌과 돌, 베니어합판 등을 이용하여 둘레를 치고 그 한가운

데 흙을 넣어 칸테로라 불리는 묘상에 집약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생산방

식이 그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이 주도하거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

하는 도시농업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

로는 자체적인 텃밭운영,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이

있다. 국가적 정책농업은 일종의 ‘공공계획’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이 이

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사진은 추진주체에 따른 다양한 도시농업 실천사례다.

6) 이에 대해 전국귀농운동본부의 박용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농업의 정의가 단

순하다는 사실은 그 가치와 이상이 그만큼 열려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것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와 여가활동에서 나아가 ‘운동’으로서 시대적 역할을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

다(전국귀농운동본부, 2011).”

7) 박진도(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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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 실천사례

시민단체 ‘씨앗들’이 조성한 옥상텃밭(2013) 종로구의 동네텃밭(2012)

C기업의 사옥 내 벼 재배 현장(2012) 여의도 역사의 ‘스마트 팜’(2012)

출처: 좌측 상단 ‘씨앗들협동조합’, 그 외 연구자 개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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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민농업의 조직적 활성화

1. 조직적 시민농업 현황

도시농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다. 도시농업이

오랜 기간 주로 민간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국가차원에서 도시

농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현재 도시

농업에 대한 다년간의 시계열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0년 4월 농림

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계획에서는 수도권 주말농장 인구

를 100명 중 1명으로 추정하며,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활동이 법·제도권 내

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중앙부

처는 2009년 이래로 도시농업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자

료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

에 따르면 도시농업 인구는 2010년 15만 명, 2011년 35만 명, 2012년 77만

명에 이르며(신보연, 2013) 매해 2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농업기술원의 주말농장과 도시텃밭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의 도시농업 역사가 여타 지역에 비해 오래된 서울시에서는 2000년∼2012년

도시농업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온 사업은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기타(민간텃밭 운영지원, 자연학습장, 배

나무임대 포함)’ 정도이고, 노령층을 대상을 한 실버텃밭 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 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최근 2∼3년의 도시농업 현황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 이유는 그간 제도권 밖에서 실행되었던 민간주도의 도시

농업 활동과 서울시 주도의 새로운 도시농업 사업들이 - 자투리공간, 상자

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도시농업공원 등 - 도시농업 유형에 새로 포함되

어 통계자료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2>에서 그래프의 급속한 기울

기 증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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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0∼2012년 서울시 도시농업 연도별 변화

출처: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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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도시농업인구를 사회·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

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지만 주말농장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도시

농부학교 참가자들을 보면 주로 장년 및 노인세대인 경우가 많다. 이는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현상이 장년층, 노인층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2012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

르면 귀농인구 중 30대가 13.7%, 40대가 25.5%, 50대가 33.7%, 60대가

18.7%, 기타가 8.4%로 40대 이상이 과반을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1950년대,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를 보내

거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귀농이나 농작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문화적 혜택으로 인해 도시인구가 쉽게 줄지 않

는 상황에서, 노년에도 여전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접근성 차원에서 큰 매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시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는 지역별, 그리고 세부

적 관심사별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8) 가령 지역별로는 행정구역에

따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등이, 그리고 다시 서

울 내 각 지역구별로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영등

포도시농업네트워크 등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근거리 내에서 도시농

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해 지역기반 도시농

업네트워크가 발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적 관심사는 ‘여성일과미래’,

‘여성환경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파절이(파릇한절믄이)’, ‘씨앗들협

동조합’ 등 도시농업활동 참여단체들의 이름이 나타내듯 매우 다양한 분

야에 걸쳐있다. 이들은 각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의식을 도

시농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특정 연령층을 타깃으로 도시농업운동을 펼

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부문의 다원화 현상은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참여자들의 동기와 참여방법 또한 획

8) <부록 3>국내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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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2013년 3월, 상기의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에 모여 도시농업 관련 시

민단체들의 전국 협의체인 ‘도시농업시민협의회’9)를 창설했다. 서울을 중

심으로 경기도,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활동 중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풀뿌리 공동체 단체, 귀농단체들이 참여했으며, 2013년 현재 도시농업시

민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31개에 이른다. 부산은 2011년 말에 전국 최

초의 도시농업 지역협의체를 만든 바 있고, 경기도에서도 2012년 5월 ‘도

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발효일에 맞춰 11개 단체가 참여

하는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창설했다. 2012년 12월에는 대구에서

최초의 ‘도시농부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전국의 도시농부들이 모여 도시

농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전국 각지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처럼 다수

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의회 조직과 전국 단위의 활동은 “도시농업은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민간주도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안철환,

2013)”이었다.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도시농업운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도시농업은 “한 모금의 물과 밥조차 외부에 철저

히 의존해야 하는 사막 같은 도시에서 농사를 통해 생명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 도시를 자립하고 순환하는 공동체로 복원(안철환, 2013)”하

는 행위다. 그리고 이러한 광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들이 각 시

민단체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와 실천사례들은

<표 1>의 ‘도시농부 전국대회’ 사례발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

농업 논의의 핵심키워드는 교육, 공동체, 도농교류, 도시재생&지역순환,

도시농업 거버넌스, 농사만사 등으로 ‘도시지역 내 경작활동’뿐 아니라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회·생태적인 제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9) ‘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안철환(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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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우수사례 및 고민사례

1. 교육

도시농부가 되기 위한 교육(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텃밭 강사양성과 활동(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학교텃밭(부산환경활동연합)

스쿨팜(동국대학교)

2. 공동체

마을텃밭(상암 두레텃밭)

마을텃밭(금천 한내텃밭)

예술가들의 텃밭 홍대다리텃밭/문래철공소(여성환경연대)

노들텃밭(흙살림)

공동텃밭만들기(대전환경운동연합)

3. 도농교류

용산도시농업의 생협활동(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지역 귀농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로컬푸드(대전도시농부학교)

건강한 밥상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문턱없는 밥집

4. 도시재생 &

지역순환

‘공가’텃밭(대구사회연구소)

캠퍼스텃밭(경북대학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텃밭보급소)

파머스 마켓-서울농부의시장(파절이)

기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텃밭(에코11)

5. 도시농업

거버넌스

강동구청의 지원을 받은 강동도시농업(텃밭보급소)

광명시와 함께하는 광명도시농업(광명텃밭보급소)

갈현농업공원(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부천시와 함께하는 주민참여옥상텃밭(녹원연합회)

6. 농사만사
토종종자를 지키는 사람들(경기도협의회)

도시농부가 할만한 다양한 도시경작법(파주생태문화교육원)

<표 1> ‘도시농부 전국대회’ 사례발표 목록

출처: ‘도시농부전국대회’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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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부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홍보 및 교

육, 도시농업 관련 실태조사, 수확물을 기부를 통한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지원,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로컬푸드 소비 촉진 운동, 친환경 식문화의

보급, 직거래 장터 개최 및 활성화 등이 있다. 일례로 ‘씨앗들’은 ‘레알

텃밭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

업 이론 강좌와 텃밭 가꾸기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

에 위치한 ‘우양재단’과 협력관계를 맺고10), 텃밭에서 거둔 수확물 중 일

부는 ‘우양재단’ 측에 기부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

여한다. 가령 ‘2012년 레알텃밭학교’에서는 가을철 수확한 배추와 무 등

을 이용해 김장을 한 후 우양재단에 겉절이를 기부한 바 있다. 인근 커

뮤니티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포구 내 시민단체들

로부터 새로운 사업 및 협력관계를 제안 받는 경우도 많다. ‘2013년 레알

텃밭학교’에서는 마포구에 위치한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와 교육협력을

맺고 학생들을 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성미산학교의 10, 11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2013 레알텃밭학교’에서 가꾸고 있는 ‘갈현

텃밭’에서 텃밭 돌보기를 하고, 우양재단 건물 옥상에 ‘씨앗들’이 조성하

고 있는 옥상텃밭을 경작한다. ‘2013 레알텃밭학교’ 3강 ‘흙과 퇴비’시간

에는 수업 후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옥상텃밭 작부계획과 농기구 관리계

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11) 조합원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경작

경험에 근거한 조언들을 해주며, 향후 텃밭관리에 관한 몇몇 사항들을

성미산학교 학생들과 함께 논의했다.12)

10) 우양재단은 남한 및 탈북청년들의 학업, 농어촌 섬김, 사회환원활동, 독거어르신 돕

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다.(우양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oyang.org, 2013.3.30.) ‘씨앗들’의 ‘레

알텃밭학교’ 중 이론 강좌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우양재단 건물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11) 2013년 3월 21일 ‘레알 텃밭학교’ 3강 ‘흙과 퇴비’ 참여관찰 내용 참조.

12) 인솔자에 따르면 성미산학교 학생들의 발표는 ‘의견을 나누기’위한 자리였으나, 실질

적으로 쌍방 대등한 의견교류라기 보다 학생들이 조합원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일련의 교육

적 과정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씨앗들’은 단지 텃밭이라는 교육의 물리적 환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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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층의 참여를 위주로 한 도시농업 단체인 ‘파절이’는 도시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자전거에 싣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레스토랑

과 카페에 공급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의 생산·유통·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도시농부 장터에 참가하거나 홍익대학교 앞

카페 안에 작은 채소가게를 열고, 제철 작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

SNS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13) 이 밖에 ‘쌈지농부’

의 천재용 대표가 도심형 대안 마켓으로 제시한 프로젝트로 매주 토요일

오전 광화문에서 열리는 ‘서울 농부의 시장’, 또 다른 도시형 장터인 ‘마

르쉐’ 등은 도시농업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2013 레알텃밭학교’ 프로그램 포스터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들’과 성미산학교 간의 교류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

게 ‘소통의 학습’으로서 일련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한겨레 21(2012.12.27.), “농업은 또 하나의 예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98.html, 2013.3.12.) 참조.

출처: 씨앗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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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3 레알텃밭학교’ 진행 현장

출처: 우측 상단 씨앗들협동조합, 그 외 연구자 개인촬영.

한편 최근 도시농업 관련 시민사회부문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촉

진하는 계기가 된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된 ‘협동조합 기본법’이다.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

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이다.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영리 또는 비

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씨앗들’은 대학교

내 텃밭동아리에서 활동하던 20대 대학생들이 모여 일종의 연합체를 이

룬 경우다. 이들은 2010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연합 동아리 형

식의 자발적 결사체로 시작하여, 작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씨앗들 협동조합’으로 설립 전환하였다. 서울시 교육분야 협동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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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면서 활동의 참여주체 및 활동대상도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시민들

로 확장했다. 조합원들은 도시농업과 협동조합의 성격이 서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이 드러나지 않죠. 노동력 기반으로 사람을

생각하거나 고려하잖아요. 각각의 개인들은 ‘노동’을 계기로 연결되고, 또

그 노동은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합원 중에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그 학생 또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거

거든요.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성격으로, 구성이나 운영방식이 굉장히 민주

적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우리들도 외부적인 것으로 가치판

단하지 말자는 민주적 운영방식에 대한 암묵적 동의, 합의, 전제가 있는데

이게 협동조합 설립 취지랑 잘 맞는 거 같아요. 도시농업 단체에서 협동조

합으로 전환하기도 쉽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어요.

(조합원, A)

신보연(2013)은 도시농부학교 수업과 텃밭지도사 양성과정을 밟은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단체가 없다는 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가 도시농부들의 조직이라기보다 도시농업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협

의회라는 점을 국내 도시농업운동의 한계와 과제로 보고, 그 대안으로

‘도시농부협동조합’을 제안한다. ‘도시농부협동조합’은 시민단체의 협의체,

활동가 조직이 아닌 도시농부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조직이다. 그는 지금처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도시농업운동을 이

끌고 도시농부들은 따라가거나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도시농업운

동은 실제 행위자들과 유리된 평범한 시민운동으로, 도시농업은 개인적

취미에 그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구성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 동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의 설립 목적인 자주적 결사

체나 공동체로서의 성격보다 영리활동에 치우친 사업체로 변질 될 가능

성 또한 안고 있다. 실제로 ‘씨앗들’의 조합원들 중에는 조합설립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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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돈

도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D’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농

사동아리였는데 ‘사업’이 생기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보니까 영리체적인

느낌도 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조합원, B)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농업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내에도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하는 이들의 동기, 목적, 수단은 도

시농업을 추구하는 주체의 수만큼 달라질 수 있다. 도시농업운동의 지속

성을 위해 서로 다른 이들을 과연 ‘도시농업’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

어낼 수 있는지, 묶어내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묶어내야 하

는지 시민사회부문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맹점이라고 하면... 어떤 획일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가두려고 하고, 협동조합의 취지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

동조합도 도시농업하는 사람들 모임이니까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고 생각해요. 모두가 자급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패한 조직은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라는 운동적 성

격을 강조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도시농업 대외적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취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정체성화하면 우리 성격

이 규정되니까. 다양한 문화 창출에 반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경계해

야할 필요도 있지 않나... 유연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합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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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시민농업의 활성화 배경

도시농업의 사회적 붐은 거시적 맥락, 다시 말해 한국, 나아가 전 세계

적인 정치·사회·경제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 도시농업이, 특히 시민

사회부문에서 활성화된 사회학적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업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심화

1986년 우루과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첫 회합이

열린 이후, 1993년 12월 8번째 GATT 회합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14)가 타

결되었다. 이는 세계시장권역을 넓히고 향후 국가 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고, GATT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는

GATT 설립 이후 비교적 제한적인 적용을 받아왔던 농업도 포함되어 있었

다. 그 전까지 각 국가는 농산물 수입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더 많이 공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를 기점으

로 WTO 회원국들은 장기적인 농업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인 농업무역을 구현하는데 참여하도록 요구받았다. 당시 국가 간 농산물 협

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농산물의 자유무역이 국가의 식량자급

률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산물 협상의 주요 의제는 국경보호조

치의 완화, 농업보조금의 감축,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 식품 위생 및

동식물 검역 기준의 설정 등이었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반영시키느냐는 것 또한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WTO 체제 하에서 지역블록단위 자유무역 협정과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FTA)를 통한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신자유주

의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의 세계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었다. 농산물 시장의

14)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는 ‘김의수(2000),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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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이전처럼 지역의 특색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이 아닌 국가

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무역을 야기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을 붕괴시켰다.

이에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대안농

업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도시농업은 대안농업의 한 형태로, 세계화로

침체된 농촌과 농업을 재생시켜는 노력의 일환(김종덕, 2002)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도시농업은 세계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현대 사회에

서, 거주지와 근접한 곳에서 직접 농작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농촌과 로컬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화폐가치 중심의 자본

주의 이데올로기가 일상생활에도 본격 침투하기 시작했다. 인간생활의 근본

을 이루는 의·식·주 영역도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을 넘어 자본 재생산의 주

요 대상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 세계 식품시장(food market)은 글로벌 대기

업들의 영향력 아래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atel(2008)은 이와 관

련하여 거대 글로벌 식품업계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지적하며, 이들이 추구하

는 시장가치에 따라 식품의 유통구조와 생산자-소비자 관계가 왜곡된다고

주장한다. 시대를 풍미하는 식(食)문화와 건강담론은 대부분 과학적 사실로

포장되어 있지만, Levenstein(2012)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식품업계들의 이

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보가 조작 혹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식(食)은 의·식·주 중에서도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영역으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화폐가치 중심의 현 상황이 다른 영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위험해 보인다. 도시농업은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

하고 시장논리에 왜곡된 식품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의식적 실천과도 연결된

다. 파주도시농업네트워크의 신보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은 인간생명의 본성에 그다지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 시장 그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의 모든 영역을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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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기쁜 모든 일들을 돈 버

는 일로 뒤바꿔버림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단일화하고 원초적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먹을거리라도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마

련하는 도시농업은 모든 것을 시장화함으로써 자신을 증식시켜가고 있는 자본

주의체제에 대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행위 중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보연, 2013).

2) 식량안전성과 식량주권의 위협

식(食)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변형식품

(GMO)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만들어 최종생산성

을 높이는 유전자변형식품은 그 안전성과 수입허가여부, GMO표기 의무화에

대해 과학자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식(食)담

론이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정

치적 입장과 영향력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한편 보존기

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식품이 대량생산되고 먼 산지의 식품을 쉽게 소비

할 수 있게 되면서 식품의 유통과정이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

자가 로컬시장에서 면대 면으로 직거래를 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의 관계는 다단계의 유통과정

이 함축된 포장지 표면의 바코드로 단순화되었다.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안전한가? 각종 ‘인증마크’는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가?

안철환(2013)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다음의 두 가지 사건이 도시농업

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말한다. 처음 도시농업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2008년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파동으로 일어난 촛

불시위였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은 밥상 전체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퍼져갔고, 이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 증가와 직접 먹을거리를

재배하여 소비하는 도시농업 실천의지로 이어졌다. 두 번째 계기는 2010년

가을 배추파동15)이다. 당시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5,000원까지 급등하면서

15) 경향신문(2010.11.22.), “이상기후 + 부실 수급예측 + 낙후 유통체계 = ‘金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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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추’가 된 것을 목도한 시민들은 일상적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위기감

을 느꼈다. 배추파동 이후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하는 생활협

동조합(생협)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16) 덧붙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시장이 처음으로 전체시장의 10%대를 돌파한 것은

2009년인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중국산 멜라닌 분유파동 등의 식품사

고 발생으로 늘어난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친환경

농산물시장 확산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17)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이 아닌,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식품업계의 이윤추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라 ‘주어진 것’일 때가 많다. 소비자들은 마트의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원하

는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유통업체, 식

품업체들에 의해 ‘선택’되어 진열된 제품이다. 현대 도시민들의 소비주권, 식

량주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도시농업은 식량안전성과 식량주권을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시도이다. 다시 말해 유기농법, 순환재배 방식으로 농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소비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직거래와 로컬

푸드 소비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며, 기업이 쥐고 있는 개인의 소비

주권·식량주권을 다시금 가져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불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22142425&c

ode=920100, 2013.4.5.).

16) 국민일보(2010.12.14.), “배추파동 이후 ‘생협’ 떴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된 가격에 

공급”,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33

820&cp=nv, 2013.4.5.).

17)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9.4.8.), “친환경농산물시장 10%대 첫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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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주도 도시농업의 부상

3장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서 도시농업이 조직적으로 활성화된 사회

학적 배경을 분석했다면, 4장에서는 국가주도 도시농업이 가지는 이데올로기

적 함의를 살펴본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부문의 주도로 실천되어 온 도시농

업에, 최근 국가가 법률로써 이를 적극 육성 및 지원하는 데에는 어떤 정치·

사회적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학 이론과 관련 문헌자료들을 분

석하여 그 배경을 살펴본다.

1. 국가주도 도시농업 추진 현황

국내 농업, 수산업, 및 축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

품부(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로 명칭 변경)는 그간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도농교류 확산을 위한 여

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도시농업은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

한 ‘도농교류 5개년(’10∼’14) 계획’에서 처음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정책

안건으로 등장한다. 계획안에는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의 브랜드화’ 전략

중 하나로, ‘도심 속 도농교류 기반 구축’에 따른 ‘생활 속 도시농업모델

발굴·확산’을 추진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위 항목으로는 ①주말농장,

상자텃밭, 옥상정원 등 도시생활농업 모델을 정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2010년부터 예정되어 있고, ②모델개발 및 교육, 농업진흥청의 기

술지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법령 검토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과 도

시농업 정착유도 정책이 계획되어 있다. 같은 해 농촌진흥청에는 도시농

업팀이 신설되었고, 농촌진흥청의 주도 하에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가

창립되었다.

2010년부터는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논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회의

가 더욱 활발해졌다. 2010년 4월 27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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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가 열려 녹색성장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시·도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관

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사

회·환경문제, 타 지역에서 운송·공급되는 농산물로 인한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문제, 낮은 식량자급률 등의 문제의식 아래, 도시농업의

환경·생태적 측면, 일자리 창출, 안전한 먹거리와 개인정서 함양 및 지역

공동체 회복 기능 등에 주목하여 ‘도시농업 추진전략 및 전국 Network

구축계획’과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안은 ①제도

설계, ②R&D, ③산업화, ④보급 및 교육, ⑤Network를 도시농업 활성화

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 및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18) 이 안에 따르면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는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계획을 확정하는 주체는 녹색성장위원회다. 농림

수산식품부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면 농촌

진흥청과 산림청은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각 시·도 자치단체는

사업실행을 실천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있다.

<그림 6>의 네트워크 구축안을 살펴보면 전 부처를 포괄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녹색성장위원회이고, 도시농업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총괄하는 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다.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상생협력이 언급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주도

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본

격적인 도시농업정책 논의 이전에 시민단체 주도의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단체의 역할이 정책수립의 적극적

인 참여자보다는 ‘도시농업 실천 및 시민의식 함양’으로 표현된 점이 주

목할 만하다.

18) <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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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민과 농업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

⇪

목표

◆ 도심속 농업활동 및 체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등 녹색생명

도시 조성

◆ 도시농업의 산업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전략 제도설계 R&D 산업화 보급 및교육 Network

⇪ ⇪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시․도
녹색성장

위원회

주요

추진

과제

(안)

•종합 추 진

계획수립

•도시농업법

제정 등 제

도설계

•식물공장 등

산업화

•일자리창출

•Netwo rk

구축

•종합평가

•상자텃밭

등 실용

기술개발

•보급 및

교육

•지도인력

양성

•시범사업

추진

•산림분야

실용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 도 시 숲

전 문 가

양성

•시범사업

추진

•종합 계 획

실행

•생 태 농 업

확산

•생 활 농 업

실천

•도 시 농 업

실천가 발

굴

•효과분석

•종합추진계

획 확정

•부처 간 역

할 조정

관련부처

•제도 및 규

제 완화

• 사 업 개 발

및 시행

• 과 제 발굴

및 추진

전문가

Pool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도시공동체, 산업계, 농업관련단체 등

<그림 5> 2010년 4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안 및 관련주체 추진과제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 추진전략 및 전국 Network구축 계획(청사진)’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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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

정부

(세제)

국토해

양부

(건축,

토지)

환경부

(환경)

보건복지부

(의료, 위생)

교육과학

기술부

(급식,

교육)

행안부,

여성부

등

(행정지원)

농식품부

-수산과학원

-농수산대학

대학

녹색성장위원회

(Control Tower)

연구기관

(KREI 등)

농촌진흥청

-4개 연구기관

도시농업연구회

소비자단체

산림청

-산림과학원

도시농업 T/F

(농식품부 총괄)
생산자단체

유치원, 학교 등

16개 시․도

-도농업기술원

도시농업전문가

(교사, 실천가 등)

도시농업연관산업계

도시민․농어민․텃밭 또는 옥상농원 대표자 등

⇪

확산 : 포럼, 심포지엄, Workshop, 도시나눔장터, 도시농업대전, 생활교육 등

<그림 6>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Network 구축안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 추진전략 및 전국 Network구축 계획(청사진)’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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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2011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 주재의 제11차 녹색성

장위원회보고대회에서 ‘Green 도시농업활성화 방안’19)을 발표한다. 동 계

획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텃밭

현황을 전국 274개 농장(104ha), 15만 3천명으로 추산하고, 2020년까지

도시텃밭·주말농장 8,000개소(3,000ha)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전 인구의

10%인 500만 명 이상을 도시농업에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2011년 ‘Green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은 전년도의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안에 비해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가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한 해 동

안의 실태조사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이전 계획안에

서 강조되었던 도시농업 산업화,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인력

양성, 네트워크 형성 등이 여전히 주요한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

서 제시된 도시텃밭 확대, 주말농장 활성화, 도시농업공원 조성, 식물생

산공장 산업화 등의 추진과제는 이후 각 지자체 도시농업 정책의 주요

골자가 되었다.

19) <그림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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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목표

◆ 도시 녹색공간 3,000ha(도시텃밭․주말농장 8천개소) 확충 

  - 도시민 참여를 활성화(전체인구의 10%, 500만명)

<그림 7> 2011년 6월 ‘Green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비전 도시농업활성화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과제

    도 시 텃 밭  확 대

    도시  주 말 농장  활 성 화

    도 시 농 업 공 원  조 성

    도 시 빌 딩  녹 화

    식 물 생 산 공 장  산 업 화

인프라 구축

 ① 도시농업육성법 제정           ④ 농사 및 텃밭관리 교육

 ② 도시농업 실태 조사            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③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⑥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1. 6. 8), “Green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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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20) 2012년 5

월부터 시행된 동 법률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

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도

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지

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21) 등의 지원 정책을 담고 있

다. 동 법률안의 제정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

다.

2013년 현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45개로, 이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통과

되었을 당시보다 24개가 늘어난 숫자다.22) 법률제정을 계기로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지원책을 활발하게 추진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서울시의 행보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서울의 첫 도시농업공원인 용산구 이촌동 노들텃밭에서 ‘서

울도시농업 원년’을 선포23)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아그로시티(Agro-City)’ 서울

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4) 동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20) 4장 2절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근거로 함께 통과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1.11.14.), “도시농업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참조.

22) <부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참고.

23) 동아일보(2012.6.1.), “서울시 ‘올해는 도시농업의 원년’”

(http://news.donga.com/3/all/20120601/46674005/1, 2013.4.3.).

24) 환경일보(2012.11.1.), “서울시, 도시농업 본격 시동건다”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46&r=view&uid=244075,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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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 실태조

사,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및 임대, 도농 교류협력,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등과 관련한 시정부

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내에는 조례 공포 이전

에 이미 도시농업팀이 신설된 바 있고, 공포 이후에는 민관거버넌스 기

구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

한 예산편성도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도시농업 활성

화를 위한 자치구 텃밭ㆍ상자 텃밭ㆍ옥상 텃밭 조성에 11억원, 학교농장

조성 등 아그로시티 서울 추진에 12억원을 편성했다.25) 2005년에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팀이 꾸려진 곳도 서울농업기술센터였다. 이는 서울시가

지리적 및 인구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이며 주말농장에 대한 꾸

준한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왔고, 인구 규모가 큰

만큼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견 타당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

을 대상으로 텃밭조성 및 운영관리,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시농

업 홍보, 재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등의 사업을 시행할 민간단체 10

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각 단체는 서울

시와 7개월 간 계약을 맺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수행 지원금을 받는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한 ‘씨앗들’의 경우 ‘사이버 레알텃밭학교’ 개발·운영

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온라인 도시농업 강의컨텐츠를 논의 및 제작

중에 있다. 이 외에 선정된 단체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연합뉴스(2012.11.1.), “서울시 내년 예산안 복지에 `올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aid=0005909967,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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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사업명

1 씨앗들협동조합 사이버 레알텃밭학교 개발 운영

2 파릇한절믄이협동조합 파절이 옥상랜드

3 (사)도시농업진흥회
친환경 도시텃밭 및 지렁이 음식쓰레기 퇴비화

교육체험장 조성

4 (주)그린플러스연합
서울 도시농업의 글로벌 홍보와 국제 네트워킹

구축

5 도시농업시민협의회
2013년 서울시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6 (사)도시농업포럼 2013 서울시 도시농업 홍보자료집 제작

7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되살림으로 가꾸는 도시텃밭

8 여성환경연대 서울 도시농업투어

9 (사)일촌공동체 일촌송파주말농장

10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자원순환(빗물활용 및 퇴비만들기 중심) 텃밭활동

프로그램 개발

<표 2> 서울시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선정결과

출처: 서울시청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도시농업 추진할 민간단체 10개 발표」

(2013.3.27.).

서울시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또 다른 축으로 ‘도시농업체험공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 2만4516㎡

크기의 ‘갈현도시농업체험공원’이 2013년 하반기 착공예정에 있다.26) 용

26) News1(2012.12.7.), “서울 첫 도시농업공원, 불광동에 내년 하반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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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에 노들텃밭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사업 무산으

로 인한 임시개장의 성격이 강해, 종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농업공원으로

는 첫 사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공원 내에 일부 농업 기능 시

설이 도입된 적은 있지만 공원 전체가 도시농업 체험을 위해 조성되는

건 처음”이다. 2013년 상반기 현재 서울시와 은평구 ‘도시농업위원회’, 시

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

업소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갈현도시농업체험공원’에는 텃밭, 토종

허브원, 힐링가든 등으로 구성된 자연학습장과 퇴비장, 생태습지, 농업체

험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텃밭은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이하 갈현텃밭)’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임시 개장 중에 있다. 텃밭은 1인이 경작하는 개인텃

밭과 5인 이상이 1공동체로 경작하는 공동체텃밭으로 나뉘어 인근 주민

들과 시민단체들에게 분양형식으로 임대된다. 사용료는 개인텃밭(10㎡)

1구좌 당 1만 원이고, 공동체텃밭(15㎡)은 1구좌 당 1만 5,000원이다. ‘갈

현텃밭’ 관리사무소에서는 삽, 호미 등의 농기구 보관소를 갖추어 텃밭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농기구를 대여하며, 생태유기순환농사를 소개하는

‘갈현텃밭 현장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씨앗들’에서도 또 다른 시민

단체인 ‘텃밭보급소’를 통해 분양받은 공동체텃밭을 ‘2013 레알 텃밭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경작하고 있다. ‘갈현텃밭’ 경작자들은

도시농업 개요와 ‘갈현텃밭 운영규약(안)’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

는 현장교육을 한 차례 이상 받아야 한다. 현장교육을 통해 강조되는 내

용은 일체의 화학비료와 제초제, 화학농약, 비닐(멀칭) 등을 배제하는 친

환경 농사원리와, 함께 농사짓는 이웃과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이다.27)

이를 위해 자연비료를 만드는 방법과 ‘흙살림’에서 판매하는 친환경비료

를 안내받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서서 경작자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을 장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http://news1.kr/articles/924353, 2013.3.31.) 참조.

27) 2013년 3월 30일 ‘레알 텃밭학교’ 4강 ‘갈현텃밭’경작 참여관찰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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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갈현텃밭’ 전경

출처: 연구자 개인촬영.

요컨대, 공공부문의 도시농업 활성화는 2009년 이래 농림축산식품부

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과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큰 축으

로 추진되어 왔다. 그간 시민사회부문 주도로 상향식 도시농업이 이루어

져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정부주도의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안

에서 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정책수립·결정 과정에의 참여자라기보다는

다소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주도의

마스터플랜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도시농업의 홍보 및 확대, 인적·물리

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도시농업의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식

물공장의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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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주도 도시농업 등장 배경

1) 도·농통합의 지역균형 측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촌은 도시의 배후지로서 도시에 필요한 물자를 공

급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본연의 기능이 소비인지 생산인지에 관해서는 학

자마다 다른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대사회의 자본주의 도시는 토지이용

과 산업부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소비의 공간’임이 자명해 보인다. 요컨대

농촌이 생산의 공간이라면 도시는 소비의 공간이다. 소비지로서 도시가 존속

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화의 심화로

도·농 간 격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쇠퇴하는 농촌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영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도·농의 사회적 분리 및 인구분포와 지역성장의 불균형과 관

련이 깊다. 이에 국토계획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통합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도시,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와 부

분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도·농 통합론을 주장했다. 마르크스에 의하

면 대도시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이 자본투자를 통해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

여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그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를 선호했다.

때문에 마르크스가 고안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없다.

엥겔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개발, 대도시, 도·농 간 지역격차와 모순

등을 비판한다. 도시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온상으로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

성으로 집약화된 공간이며, 도시재개발 등은 도시의 자본주의적 증식을 위한

수단이라고 엥겔스는 보았다(김원, 1998).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도

시와 농촌 간에 생기는 정주형태의 차이는 노동의 사회적 및 공간적 분리에

서 기인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계급을 양산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해소하고 도·농 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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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주요 강령인 녹지 확보, 구

소련의 도·농 통합 정주이론, 중국의 도·농 균형 발전전략, 동구권 도시의 지

역균형개발은 모두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로 볼 수 있

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중요시하는 ‘농업’이라는 ‘생산 활동’을 소비중심

의 자본주의 도시가 오늘날 다시금 끌어오는 현 상황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

이기도 한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민의 농업에 대

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구절이 나온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 도시농업을 정책안건으로

내세운 것도 도농통합 정책의 일부로서였다. 이처럼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농업이라는 생산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고, 최근의 ‘도·농 통합시’ 추진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농촌격차를 해

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노동력 재생산 측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적인 노동력 재생산은 가치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가령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주택정책은 도시노동자들의 비참한 상

황에 대한 박애주의적 입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도시노동자들에게 ‘나의

집’을 공급함으로써 계급갈등을 달래고 사회 안전성을 획득하며, 원활한 노

동력 재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정치적 차원의 전략이었다. 전상인

(2009)은 주택문제 해결에 공적인 관심과 사회적 역량이 모이는 이유는 이

것이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

주의 자체에 위협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체제의 안정과 재생산과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통치기

술들을 개발하고 동원한다.

일본에는 도시농업, 즉 시민농원의 진흥과 함께 언급되고 추진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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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육(食育)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다. ‘식육(食育)기본법’은 심신건강의 기

본이 되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식(食)에 관한 지식과

올바른 식(食)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蜂須賀 裕子·櫻井 勇, 2011). 우리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법이 2009년에 제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식생활교육기본법’이 그것이다.28) 동 법률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

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

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생활교육기본법’ 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식

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공이 식생활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먹거리와

식습관에 대한 국민의 지식을 고양하고 실천을 유도한다.

제2조(정의) 2항.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

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식생활 교육과 도시농업의 관계는 이하의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상당부분 도시농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

치하고 있다. 11조, 12조, 13조 등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식생활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8) 서울신문(2009.8.11.), “국민식생활, 정부가 직접 챙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1003010,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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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

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

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

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도 홈페이지의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 식단관리’

메뉴를 통해, 각종 음식의 영양소를 비교분석하고 권장섭취량 등을 제공하

여 국민들이 건전한 식단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하여 자국민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선도한

다.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자국민 신체관리는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일종의 정책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는 ‘바람직한 여가생활 증진’과 ‘도시

민의 스트레스 완화’ 항목이 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참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문이 나온다.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 도시민의 정서 순

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

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

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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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회복을 도모하여 …

이와 같이 국가주도의 도시농업 활성화에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전하며 생산

적인 여가활동을 제시하고 도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효율적

인 노동력 재생산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

3) ‘위험사회’의 위험관리 측면

도시농업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신자유주의와 심화된 자본주의 사

회에 대한 일종의 탈근대적,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서의 성격이다. 울리히

벡(1997)은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위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

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는 탈근대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성 원

리가 극단화되고 범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다양한 과학

기술, 사회제도, 경제 질서는 각 사회 안에서의 현실적합성에 상관없이 자본,

국가, 지식권력 등의 이해와 관행에 따라 반영적 혹은 무차별적으로 확대 적

용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추세가 더해지면서 이른바 구조적 ‘위

험사회’가 생산되고 있다. 국가영역과 상관없이 어디에나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은 현대 위험사회의 특징이다.

‘위험사회’에서 고전·근대의 사회제도들은 구조적 기능이 퇴화되거나 이

를 상실한다. 국가 또는 사회는 더 이상 개인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한

다. 서동진(2010)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사회·정치체제로의 이행은 새로운

주체담론을 형성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자기관리 주체’가 탄생했다. ‘위험

사회’가 도래하면서 현대인들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의 삶을 능동적·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거시적 경제, 사회, 생태질서의 교란에 대처해 나가

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국가로부터 ‘주체’로서 인

정받는 동시에, 각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리하기를 요구받는다.

사실상 사회의 각 분절영역에서 개인은 이미 독자적인 위험회피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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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하고 있다. 가령 최근의 만혼이나 낮은 혼인율, 높은 이혼율 등은 사회

적 재생산의 높아진 부담에 따른 개인의 위험회피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경섭, 2011). 도시농업 역시 식(食)영역에서 식량안전성과 식량주권을 확

보하려는 개인의 위험회피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유통망개선, 친환경

인증제도 등을 통해 품질과 가격안정 측면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

책을 강구하지만 다수의 식품파동은 국가행정의 역부족함을 드러내는 계기

가 되었다. 이제 각 개인은 본인이 처한 ‘식량위험’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한

다.

식량위기의 시대에 식량안보(food security)만 강조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읽어낼 수가 없다. 자급의 관점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원리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국

가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self-supporting)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제 먹을거

리에 책임을 지는 것이 자급(subsistence)이다(전국귀농운동본부, 2011).

이처럼 도시농업은 ‘위험사회’를 타개하기 위한 개인의 생존전략임과 동

시에, 기능을 상실한 국가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하는 일종의 수단

이 된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자생적 시민농업이 정부와 시장의 실패

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을 가질 때, 국가는

국가적 정책농업을 통해 이를 독려한다.

4) 사회통합의 측면

근대국가의 입장에서 방랑자와 부랑자와 같은 소위 ‘떠도는’ 존재들은

사회체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다. 따라서 근대국가는 틀과 체제

속에서 개인을 통제하고자 한다. Scott(2010)은 국민 대상의 단순화·가독화

작업인 인구관리룰 근대국가와 근대권력의 새로운 미션으로 보았다. 가령 공

공계획과 인구의 배치, 조세와 징병, 통계자료의 축적 등은 특정한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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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로서 ‘국가’가 ‘국민’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근대국가는 상

기의 수단들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시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치

기술들을 발전시킨다.

농업은 경작행위의 특성상 땅에 귀속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농업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실천행위다.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는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다. 때문에 ‘토지’는

현대사회에서 붕괴된 공동체의 재건기제로 언급되는 다른 요인들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농업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주요기제는 ‘종자 보급’이다. 한 해 농사에 필수적인 종자를 구하기

위해 개인 혹은 단체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종자를 서로 나누거나 귀한

토종종자를 공유한다. 시민단체 혹은 농업관련부처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

상으로 종자 보급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토지’와 ‘종자’로 연결된

사람들은 시농제로 시작하여 일 년 동안 이어지는 농사절기 별 행사들을 통

해 친밀감을 쌓으며, 사적 공적 활동들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간다. 한편 과거 전통적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의 특성상 노동력 확보를 위

한 ‘가족’집단이 강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많

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텃밭을 가꾸고 있다. 요컨대, 도시농업은 ‘토지’와

농사활동과 관련한 여러 기제를 매개로 가족단위 혹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

진 사람들 간의 결연과 결속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주 및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장려하는 효과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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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3년 서울도시농부 토종종자 나눔행사 포스터

출처: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http://cafe.daum.net/cityag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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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갈현텃밭 시농제 현장

출처: 씨앗들협동조합.

하지만 이와 같은 자발적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비공식적 성격의 커뮤

니티는 다시금 국가행정 안에 통섭되는 과정을 거친다. 근래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가 있다. ‘마을 만들기’는

본래 일정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만든 공동체로 시작하

였으나 최근에는 시 또는 국가차원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농업 역시,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자생적 공동체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도

시농업공동체’29)라 명명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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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할 수 있다. 2012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도 이와 유사한 맥

락을 가진다. 동 법률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비공식적 연결망으로 구성된 다

목적의 소규모 모임들은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에 등록하여 재정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도시농업공동체, 협동조합 모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자발

적 결사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국가는 이처럼 자발적 커뮤니티의 형성을

장려하고 또 주도하기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갖는다. 첫

째, 현대사회의 공동체 붕괴로 인한 폐해들을 완화한다. 자발적 커뮤니티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하지만 국가는 여

전히 시민들을 ‘관리’하고 ‘통제’ 안에 두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농업은 도

시화와 개인주의의 심화로 붕괴된 지역 및 사회커뮤니티를 재건하려는 정책

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50 -

Ⅴ. 도시농업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간 경쟁의 장

이상의 3장과 4장에서는 조직적 시민농업이 부상하게 된 사회학적

맥락과 국가주도 도시농업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각각 고찰했다. 5장에

서는 ‘도시농업’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정립한다. 이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원활한 협력

을 어렵게 하는 갈등 요소들을 살핀 후, 이전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부

문과 시민사회부문의 관계를 해석한다.

1.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유형

먼저, 관계분석틀을 세우기에 앞서 주요 개념을 정의한다. ‘정부(政

府, Government)’30)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광의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하며, 협의로는 행정부만을 의미하기

도 한다. 일련의 정치적 과정으로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한

다.

‘시민사회’31) 혹은 ‘제3섹터(third sector)’는 일반적으로 ‘비영리

(non-profit)’, ‘비정부(nongovernmental)섹터’, ‘자원섹터(voluntary

sector)’ 등의 용어와 병용되며 문화권에 따라 선호되는 용어는 각기 다

르다(주성수, 1999). 이에 대해 Najam(2000)은 서로 다른 용어의 혼용으

로 제3섹터의 특정 측면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전적으로 혹은 상당부분 비의존적이고, 근본적으로 상업적 이해

30) 정부에 관한 정의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Government, 2013.4.2)

31) ‘제 3섹터’와 관련한 각 연구의 고유한 용어사용 맥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참고문

헌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 3섹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시민사회’로 대치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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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부터 촉발되지 않는 자발적 연합들’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이는

제3섹터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견제균형(counter-balance)의 역할

을 하면서 국가와 시장과의 공조관계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한다

는 주성수(1999)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그 외에 인간적 측면, 조직의 목

적과 동태적(dynamics) 측면에서 제3섹터의 특징을 연구한

Lohmann(1992)은 ①공공선을 위한 목적(purpose to do good), ②조직화

된 참여(organized participation), ③자원의 공유(resource are shared),

④상호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의 네 가지를 제3섹터의 특징으로

정리했다(주성수, 1999 에서 재인용).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정부-시민사회의 관계 분석을 위해 ①제도적 다

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에 대한 정부의 반대 및 수용 여부, ②정

부와 NGO의 관계(linkage), ③정부와 NGO의 상대적 권력관계(relative

power relationship), ④관계의 공식성(formality), ⑤NGO에 대한 정부의

호의성(favorability), ⑥그 외의 유형별 구체적 특징들 등, 이상의 변수를

통해 정부와 제3섹터 간의 관계를 8가지로 유형화한 Coston(1998)의 분

석틀을 차용하고자 한다. 변수의 변이 정도에 따라 8가지로 도출된 정부

-제3섹터 관계유형은 두 부문이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어떤 유형으로 발전할지 예측하여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한 제언을 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Coston은 분석 과정에서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개념을 지칭하는

용어가 병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3섹터’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먼저 ①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의 반대/수용, ②정부-제3섹터

관계의 공식화(formalization) 정도, ③정부-제3섹터 관계의 권력 대칭성

정도에 따라 8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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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제3섹터 관계의 모델

제도적 다원주의 반대 제도적 다원주의 수용

억압 적대 경쟁 계약 제3자

정부

협력 보충 공조

공식 / 비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비대칭적 권력관계

(Government Advantage)
대칭적 권력관계

출처: Coston(1998).

Coston(1998)에 따르면 정부가 제도적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경우 제

3섹터와 ‘억압(Reperession)’, ‘적대(Rivalry)’, ‘경쟁(Competition)’의 관계

가 형성되고,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Contracting)’,

‘제3자 정부(Third-party government)’, ‘협력(Cooperation)’, ‘보충

(Complementarity)’, ‘공조(Collaboration)’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각각

의 관계유형별 특징을 다음의 표에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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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

① 제도적 다원주의 : 반대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없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비대칭적, 정부주도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공식 / 비공식

⑤ 정부정책 : 비우호적 (제3섹터 활동 비합법화)

⑥ 일방적(one-way) 관계

적대

① 제도적 다원주의 : 반대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없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비대칭적, 정부주도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공식 / 비공식

⑤ 정부정책 : 비우호적 (제3섹터 활동 규제)

법률로 규정된 제3섹터 지원 서비스 시행에 비적극적

⑥ 쌍방(two-way)관계

경쟁

① 제도적 다원주의 : 반대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없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비대칭적, 정부주도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비공식적 (공식정책에 대한 반작용)

⑤ 정부정책 : 비우호적 / 중립적

⑥ 정치적 : 제3섹터는 정부에 대한 비판자이며 지역 권력의 경쟁자

경제적 : 외부자본 및 지역 기금에 대한 경쟁관계

경쟁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필요에 대한 호응 및 책임 증대 가능성

계약

① 제도적 다원주의 : 수용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보통 - 높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정부주도, 제3섹터의 영향력 증대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공식적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

⑤ 정부정책 : 제3섹터에 따라 우호정도 변화

⑥ 비교우위에 따른 업무 분담

제3섹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제3섹터 자립성 침해)

정부-제3섹터 구분이 모호

<표 3> 정부-제3섹터 관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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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부

① 제도적 다원주의 : 수용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보통 - 높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정부주도, 제3섹터의 영향력 증대

제3섹터의 자율권 및 재량 증가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공식적

(하청, 대출보증, 보험 및 바우처 등의 정책수단 포함)

⑤ 정부정책 : 제3섹터에 따라 우호정도 변화

⑥ 비교우위에 따른 업무 분담

제3섹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제3섹터 자립성 침해)

‘계약’형보다 높은 서비스 다양화

협력

① 제도적 다원주의 : 수용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낮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제3섹터의 영향력 증대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비공식적

⑤ 정부정책 : 중립적

⑥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관계

보충

① 제도적 다원주의 : 수용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보통 - 높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대칭적 관계 (제3섹터 자율권 확보)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비교적 비공식적

⑤ 정부정책 : 미확정적

⑥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자원공유(resource sharing)

정부와 제3섹터는 기술적, 재정적, 지리적 보충관계

상호호혜 관계 : 정부와 제3섹터가 서로 기여

정책수립 과정에 제3섹터 참여 가능, 합법화된 정부의 역할

공조

① 제도적 다원주의 : 수용

② 정부와 제3섹터 관계 : 높음

③ 상대적 권력관계 : 대칭적 관계 (제3섹터 자율권 확보)

④ 관계의 공식성 정도 : 공식적

⑤ 정부정책 : 우호적

⑥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자원공유(resource sharing),

공조활동(joint action)

정책수립 및 실행에 제3섹터 참여, 상호호혜 관계

Coston(199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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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에서는 이상의 8가지 유형을 토대로 두 부문의 관계를 검토

및 성찰한다.

2. 공공부문-시민사회 관계의 갈등 요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내 도시농업은 풀뿌리운동으로부터 비롯되

었다. 시민단체의 도시농업운동이 먼저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후에, 국가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양주(2012)는 “법의 제정은 곧 공공의 참여 또는 개입”을 뜻하며, 따라

서 법률이 제정된 지금, “도시농업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

축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경기도는 법률 제정 이전인 2010년에 도시농업팀이 있는 경기도농업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전국귀

농운동본부가 협력하는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 경기도 도시농업네

트워크32)를 조직했다(이양주, 2012).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는 협약 이

후 각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도시농업 분야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앞선 두 절

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공공부문 차원에서, 또 시민사회부문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32)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는 공공부문이 참여하고 있지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나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의 경우 별도의 공공부문 참여가 없는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

고 있다. ‘도시농업네트워크’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참여 주체는 각 지역 및 단체

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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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

출처: 이양주(2012).

그러나 각 부문의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

공-시민사회부문 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시농업’의 개념 정의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정의하는 ‘도시농업’개념은 도시농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제2조,

도시농업 유형을 명시한 제8조,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

는 제3조 2항으로 미루어보아 전반적으로는 시민사회부문에서 실천하고

있는 도시농업 개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현장에서 실

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들의 이해는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시민단체인 ‘전국귀농운동본부’가 농촌진흥청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전국귀농운동본부, 2008)는 수도권지역의 도시농업 실현사례

23곳과 농업기술센터 도시소비자농업 특성화대상기관 실무자 7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 실무자와 시민 사이에 도

시농업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과반수(52%)



- 57 -

이상이 포괄적 의미의 도시농업 개념에 동의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실무자들은 대부분 ‘농업체험행위로서 도시소비자농업’으로 도시농업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농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

행해온 실무자들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보다 폭넓은 도시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민을 농산물의 소비자로만 대상화하고 농업

활동주체를 오직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제언한다.

<표 4> 도시농업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조사

출처: 전국귀농운동본부(2008).

둘째,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역할분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위시한 중앙부처는 정부주도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정책을 직접 계획

하고 수립하는 과정은 중앙부처가 맡고, 시민단체의 역할은 ‘조언’을 하

거나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도

시농업네트워크의 역할분담 체계에서도 시민단체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역할은 도민교육 ‘지원’과 ‘참여’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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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사회부문에서는 전국단위의 ‘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구성하

여 도시농업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2013년 3월에 열린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같은

해 9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전국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도하고 정부에

제안을 하는 방식의 활동을 하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33)

이처럼 법률제정을 분수령으로 국가주도의 도시농업을 추진하려는 공공

부문과 민간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시민사회부문의 노력이,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빚으며

어떻게 타협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도시농업 활성화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이해다. 농림축산식품

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계획 초기단계부터 도시농업의

산업화가 주요 정책으로 명시되고 있다.34)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식물공장 육성 정책이다. ‘식물공장’35)이란 시설공간에 인공광원

(LED 등)을 활용, 온도·양분·수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농산물을 연

중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추 등 엽채류의 경

우에는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식물공장이 10배∼20배 정도 생

산성이 높으며, 수경재배를 통해 무농약 안전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좁은 면적에서 고층·다단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심

33) “2013년 1차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결과” 회의록에서 발췌.

34) <그림 5>, <그림 7> 참고.

35) ‘식물공장’에 관한 정의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13.2.8.) “미래농업

의 성장동력인 ‘식물공장’ 시범 추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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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설치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6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공장

발전방향 및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36)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첨

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예산 중 우선 30억 원을 식물공장 시범 지원을 위

해 배정하고 향후 추가지원 할 계획에 있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식물공장 육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시

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구·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도 도시농

업 활성화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37)

식물공장은 민간시장부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다. 식물

공장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민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

며, 유통업체들도 ‘웰빙 트렌드’에 따라 질 좋은 채소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 마트 내에 식물공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8) 도시 내

레스토랑 및 주요빌딩들에서는 단위면적당 고가의 설치비용에도 불구하

고 인테리어와 홍보의 일부로 식물공장을 도입하는 추세다. 한 민간사업

단체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가 40억 원을 투자하는 ‘식물공장’ 관련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다.39)

36) 환경TV(2012.6.14.), “농진청, '식물공장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5, 

2013.4.3.).

37)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도시농업활성화방안」에서는 식물공장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하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식물공장의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 법에서는 일단 식물공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는 

것으로 했으나 도시농업과 같이 가야할 대상이다.” (이양주, 2012)

38) 이코노미스트 1098호 (2011.8.1.), “[도시, 농업을 만나다] ‘메이드 인 시티’ 농작물 

없어 못 판다”, “[기업, 농업을 만나다] 건물 벽, 옥상 마음만 먹으면 상추밭 된다” 

참조.

39) 조선비즈(2012.8.3.), “[스마트클라우드] 이정근 "日식물공장 2020년 5조원으로 성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3/2012080301384.html,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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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식물공장 운영 현황

구   분 형  식 특    징

농촌 
진흥청

세종기지
인공광형

(15㎡)

○연구용

○원격으로 재배기술 모니터링(원예원)

  * 남극 세종기지 대원 부식용 엽채소 생산

농업공학부

수직형(병용형)

(50㎡)

빌딩형(인공광형)

(396㎡)

○연구용

  - 파종∼수확까지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투입기술 : 지열냉난방, 태양광발전시스템

  - 작업공정 자동화·로봇화 연구

  - 식물공장 모델 및 매뉴얼 연구 수행

민간 
기업

인성테크
인공광형

(165㎡)

○상업용

  - 롯데마트, 신세계푸드 매장 등 5곳 설치

  * 샐러드 카페 운영

와이즈 산전
인공광형

(40㎡)

○홍보용

  * 광, 양액, 온습도 등 환경제어 전문업체

(주)파루스
인공광형

(30㎡)

○상업용

  - 대학, 연구소, 건물 빌트인 규모로 납품

  * LED광 일본 수출

카스트 
친환경농업

인공광형

(132㎡)

○연구용

  - 적상추 등 엽채류 재배

리프레시함양
인공광형

(1,694㎡)

○상업용(생산물 판매)

  - 토경재배, 느타리버섯 재배

○돔형(곡선형 천정) 식물공장

고려냉장식품
인공광형

(50㎡)

○상업용(생산물 자체소비)

  * 일본 Alumis사 도입 설치

그린플러스
태양광형

(50㎡)

○상업용

○온실시공전문업체→식물공장 사업확대

  * 농진청 수직재배장치 기술이전

민간 
연구소

전주생물 
소재연구소

인공광형

(221㎡)

○연구용

  - 인삼 등 특·약용작물 재배 연구 

도원 경기도원
인공광형

(162㎡)

○연구용

  - 이동식 재배장치(3축 리니어방식)

  - 양액, CO2 환경제어에 따른 생육특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2.8.),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식물공장’ 시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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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기농업기술원의 식물공장 준공

출처: 경기농업기술원(이양주(2012)에서 재인용).

<그림 14> 식품 및 유통업계의 식물공장 설치 사례

출처: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lovely_cho, http://boim.tistory.com/)

정부주도의 식물공장 활성화 정책에 시민사회부문은 우려하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식물공장이 친환경적이며 생태지향적인 도시농업의 본

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식물공장은 도시농업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기업형 공장에 불과하며, 생태순

환적인 농법과 자급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도시농업으로 분류될 수 없

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식물공장을 도시농업으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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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특히 에너지 다소비적이고

채산성도 없는 LED 식물공장은 반생태적이고 반사회적인 재벌들의 돈놀음

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식물공장을 반대 … 40)

식물공장을 반대하는 입장41)에 따르면, 식물공장은 시설비와 전기료 등

의 운영비로 인해 상추 1kg 생산에 드는 비용이 14,428원으로, 1kg당

1,060원인 시설상추 대비 생산비가 약 14배에 달한다. 높은 생산비는 소

비자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식물공장의

에너지 투입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시설채소와 비교할 경우 60배가

많다. 또한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재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식물

공장 중 엽채류를 재배하는 식물공장은 생산규모가 늘어날수록 생산비용

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듯 식물공장이

낮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보이는 이유는 다량의 에너지를 투입해 인공광

합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시민단체들은 기계로 식물을 길러내

는 식물공장은 순환농법원리에 어긋나며,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동

체 형성, 재배체험을 통한 노동의 소중함 알기,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등

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식물공장은 자연적, 순환적 농사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기계적이고

인위적이잖아.

식물공장에는 소외되었던 본인의 몸을 사용하는 육체노동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식물공장 설비비가 평당 10억 원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종의 건설업이 아닐까…

무균상태에서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 무균이 좋은 걸까? 농사짓다보면 흙

이라든지, 농사가 아니라도 어디든 균은 존재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도시농업시민협의회에서는 반대하는데, 식물공장에 투자하면 그만큼 도시농

40)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제 3차 정책위원회 회의록(2013.3.18.)”에서 발췌.

41) 한국에너지(2011.7.31.), “식물공장 상추 생산비는 보통상추의 14배”,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79,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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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체에 편성되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42)

정부의 식물공장 육성책에 대해 시민사회부문도 최근 정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1차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에서는

식물공장 대응에 관한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의견)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가 식물공장 반대에 대한 입장과 근

거를 정해서 지역에 내려 보내주는 활동을 하자.

(의견) 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식물공장 관련 중앙부처와 전국차원의 대응을

하고, 서울분과는 서울시와 서울차원의 대응을 하자.

(결정)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결정) 농업, 농민단체(전여농, 전농, 한농연 등)들과 함께 식물공장 현안에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향후 공동기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함.43)

처음부터 도시농업의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했던 공공부문과 친환경

및 자급자족의 동기를 가지고 있던 시민사회부문은 ‘식물공장’을 중심으

로 충돌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기업형 재배양식을 갖춘 식물공장은 분명

시민사회에서 추구하는 대안적 형식의 도시농업과 법률에서 명시하는 환

경친화적인 농법,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시민사회부문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이 자본주

의 생산양식과 식품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원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도시농업 분야를 대

상으로 또 다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42) 2013년 4월 4일 ‘레알 텃밭학교’ 4강 ‘도시농업’ 참여관찰 내용 참조.

43) “2013년 1차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결과” 회의록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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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쟁’, ‘평가’원리의 도입이다.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각 지자체는 나름의

기준을 산정하여 도시농업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

우 자치구를 지원하는 도시농업 예산이 균등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 자치구의 의지와 조건에 따라 예산편성에 차별화

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도시농업위원회44)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모범모델을 선정하여 사업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

려는 계획도 있다. 이는 ‘경쟁’과 ‘차별’, ‘평가’를 지양하는 시민사회부문

의 도시농업 원리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 경작행위는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또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시민들은 대량의 수확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며, 수확물로 한해의 농사를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에 가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평가의 대상이에요. A, B, C, D로 등

급을 매기고. 때로는 서로 원하지 않을 때도 서로 마주보고 면담을 해야 돼

요. 이렇게 치이고 하는 사회생활들이 지치고 힘든데, 그런데 농사는 평가

를 하지 않잖아요. 비, 바람, 우박, 등의 천재지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자연

스러운 거니까. (조합원 E)

‘경쟁’과 ‘평가’원리의 도입은 차후 시민사회부문의 도시농업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 시민사회부문은 공공부문의 이와 같은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44)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록”(2012.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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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해석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면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은 도시농업의 정

의와 목적, 수단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도시농업 영역에

서 공공-시민사회부문의 관계는 초기에는 시민사회주도의 성격이 컸으

나, Coston(1998)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 ‘계약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

다.45) ‘계약형’ 관계에서는 정부가 자원을 충당하고 사회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제3섹터 부문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맡음으로써 비교우위

에 따른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계약형’은 정부가 제3섹터의 자

립성 및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

지원, 제3섹터의 적합한 정치적 역할,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제3섹터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

정이다. 민간단체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분에서 국가의 지원 비율이 낮아야 한다(주성수·남정일, 1999). 도

시농업운동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부문에서 걱정하는 바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도시농업의 법과 제도도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경작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밖의 지나친 제도적 지원은 오히려 자발성을 해쳐서 다

양하게 변주되는 도시농업의 형태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도시농업의 활성

화 방안도 경작지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전국귀농운동본부, 2011).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자금 운용할 때 얽

매이게 되는 측면이 있어. 중간에 사업평가도 있고. (조합원, K)

실제로 2012년 서울시의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전체 총액에서 시민사회부

문이 담당하는 재정비율은 약 3.6%에 불과하다.46)

45) <표 5-2> 참고.

46) 이는 시 주도의 도시농업사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시민사회부문의 자체적인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재정비율은 다르게 드러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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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2년 서울시 예산집행 결과 (단위: 원)

구 교부액 집행율

집행액
시비집행

잔액총계 시비 구비 시민

계 2,126,870,000 72% 2,458,327,500 1,540,864,040 829,128,580 88,334,880 586,005,960

출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2012)에서 발췌.

공공부문 역시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재정적 의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청 민생경제과의 도시농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매해 지원 대

상을 새로이 선정하는 것은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민간부

문의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매해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행정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서 조건에 맞으면 매년 지원받는 것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

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있어요. 가

령 학교 농장47)처럼... 공공이 기반을 마련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

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팀 담당자)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자본투자 재원이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고 전

제할 때, 재정부담비율의 전반적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7) 학교농장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접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는 대

표적으로 텃밭보급, 학교농장 사업, 자치구 예산사업 등이 있어요. 이 중 학교 농장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를 지원하면 그 다음해에는 다른 곳을 지원해요. 서울시에서

는 예산을 지원하고, 땅을 확보하고, 각종 재료 등을 보조하고. 필요한 농업 기술 

등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 곳을 계속 지원하지 않

는 이유는 한 곳을 계속하는 것보다 여러 곳을 지원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

문이에요. 시가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을 통해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원받은 이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야하죠. 학

교농장같은 경우는 시청, 교육청, 학교,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어서 

여러 곳을 통해 운영비 조달이 가능할 거구요. 모종이나 씨앗 같은 경우는 농사 후

에 스스로 구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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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는 자치적이고 비영리적이며 파급효과가 크기에, 정치적으로

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적으로는 영리중심의 시장세력을 견제

하여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성수(1999)는 제3섹터의 3대 기능으로 ①국가권력과 시장횡포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 ②사회정의와 시민권리를 강화시키는 후원

(advocacy) 기능, ③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3섹터의 성장은 ‘시장실패’ 이후 후기시장시대

(post-market)를 열기위한 충분한 원동력이며, ‘정부실패’ 이후 만연한

정치적 불신 추세에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대안으로 국민의 신뢰

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다. 참고로 류성호·이성우·박호균(2001)은 국가 법률

에 의거한 1990년대의 관광농원개발 사업이 추상적인 정책목표와 모호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제3섹터 사업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제3섹터가 사회에 미치

는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시민사회부문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협력 거버넌스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관

련하여 ‘행정과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 구분’,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농부학교 등)은 민간에 예산, 시스템을 지

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48) 이와 같은 사실을 참고할 때,

향후 공공부문-시민사회부문의 관계는 ‘계약형’이 지속되거나, ‘제3자 정

부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3자 정부형’이 ‘계약형’과 구

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정부기금 사용에 대한 재량과 정책수행

에 있어서의 행정 권력을 상당부분 제3섹터와 공유’49)한다는 점이다. 다

48)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록”(2012.11.27.) 참조.

49) Salamon, L. M.(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Toward a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 68 -

시 말해, ‘제3자 정부형’에서는 제3섹터의 자율권과 재량이 증대되며 정

부와 제3섹터의의 관계가 보다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공식화된다.

하지만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자립성과 관련해 제3섹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한다. 현재 중앙부처나 각 지자체들이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강구하고 있으

므로, 향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있어 시민사회의 활동저변이 늘어나

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높은 재정투입비율과 공공부

문-시민사회부문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어렵게 하는 상기의 네 가지 요

인을 고려한다면, 도시농업 분야에서 갈등과 타협, 협력을 통한 이 두 주

체의 주도권 및 역할수행 양상이 차후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이 도시농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개

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두 주체의 관계형성은 아직 초기단

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약형’이나 ‘제3자 정부형’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로서, 시민사회부문이 정부의 ‘대리점’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Coston(1998)의 8가지 유형에서 ‘공조형’은 이상적인 정부-제3섹

터 관계로 간주되지만 진정한 ‘공조’관계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진정한 의미의 ‘대등한 파트너십’은 두 부문

간에 문제의식(problem identification)의 차이와 책임분담(sharing of

responsibility)의 불공평성, 권력(power)과 재정(money)의 불균형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50) 실제로도 ‘공조’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공조형’은 사실상 정부주도의 ‘계약형’이나 ‘제3자정부형’이다. 이러한 이

유로 많은 해외 시민단체들은 예견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

modern welfare state” In S.A. Ostrander(Ed.), Shifting the debate: 
Public/private sector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pp.28-49),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Coston(1998)에서 재인용).

50) Hammock·Ingersoll(1990), Report of the leadership working group In P. 

Ingersoll·J. Ingersoll(Eds.), Toward partnership in Africa: An in-depth review 

by African and U.S. non-profit development agency staff(pp.31-91). 

Leominster, MA: Eusey(Coston(199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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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조관계를 맺기를 기피하는 대신 ‘덜 공식적인 보충형’ 관계에 주목

한다.

공공부문이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현장지식과 사업수행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부문과 긴밀한 협

력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부문이 정부의 정

책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식적(formal)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부문의 순기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자

율성(autonomy)을 확보하고 자치재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갑·을’과 같은 공식적 관계51)보다는, 오히려 다

소 느슨하게 비공식적으로 서로의 정보·재정·지리적 자원(resource)을 공

유하고 활용하는 유연한 관계가 각 부문이 서로의 자율성(autonomy)를

해치지 않는 대등한 상태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시민사회부문의 역할을 재고하고 시민단체들이 정

책계획·수립단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 요구된

다. 현행처럼 협의회나 심포지움 등을 통해 상호소통 및 이해를 증진하

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시민사회부문도 내적으로 꾸준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개개인, 그리고 도시농업운동

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공공정책의 수립·실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대비

되는 독립적 영역으로서 재정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51) 실제로, 2013년 도시농업 민간사업 공모 이후 서울시와 민간단체 사이에 체결된 협

약서를 보면 서울시가 ‘갑’으로, 민간단체가 ‘을’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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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요약

국내 도시농업은 1990년대 초반 주말농장을 시작으로 그간 풀뿌리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농업의 세계화와 자본주의

의 심화, 식량안전성과 식량주권의 위협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맥락에서 활성화된 조직적 시민농업은 추진주체, 관심사, 접근방법에 따

라 다양하게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반면 공공의 주도와 개입이 두드러

지는 국가주도 도시농업은 2000년대 말, 조직적 시민농업이 활발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제정이 이어지면서 본격화되

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정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도시농업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동

법률 제정 이후 다수의 도시농업 관련 지방조례들이 새로 제정되었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의 도시농업 정책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정책농업은 도·농통합을 통한 지역균형,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위험사회’의 위기관리, 사회통합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진다. 요컨대 국내 도시농업은 상향식(Bottom-up)의 시민사회

주도에서 하향식(Top-down)의 국가주도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도시농업’은 조직적 시민농업과 국가주도 도시농업이 서로 맞물리며

경쟁하는 장(場)이다.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은 첫째, ‘도시농업’의 개

념정의, 둘째,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역할분담, 셋째, 식물공장 육

성, 넷째, ‘평가’와 ‘경쟁’원리의 도입 측면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공부문은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생적인 조직적 시민농업의 긴 역사를 고려한다면 공공계획으

로서의 국가적 정책농업에서 시민사회부문의 역할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

인다. 또한 추진 중인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투입 비율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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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높은 현 상황은 시민사회부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다. 이에 시민사회부문에서도 도시농업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참

여와 발언권이 보장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그간 조경학, 생태학, 농업경제학 등의 분야에서는 실용적 부문을 중

심으로 도시농업을 연구해왔다. 이 연구들은 근래의 지속가능담론에 부

합하는 도시농업의 친환경적 측면을 부각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한

국형 도시농업을 고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도시농업이 각

광받고 있는 ‘사회적 현상’ 자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부족한 현 상

황에서,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을 시도한다는 데에 그 의의

가 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 도시농업은 현대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화 시대

의 전지구적 맥락과도 긴밀하게 결부된다.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학적 성

찰은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도시농업이 가지는 특성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도시농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민사회

부문과 공공부문 양 추진주체의 역학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요

컨대 탈근대적이며 대안적 성격의 도시농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만

연한 시대에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위험회피전략이자, 동시에

국가가 국가운영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요인들을 바탕으로 ‘위험사회’의 위

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양 부문의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이

한국사회 내에서 일종의 ‘붐’을 일으키고 있으나, 시민사회와 국가주도의

도시농업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데서 연유하는 잠재적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다.

도시농업 영역에서 시민사회부문과 공공부문의 동학은 이제 막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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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대인 현대 한국사회 역시 거듭하여 변화하

고 있다.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

업에서 주요한 추진주체인 두 부문의 동학과 사회과학적 맥락에 대한 이

해는, 보다 현실적이며 한국사회에 적합한 도시농업 형태를 발전시켜나

가는데 정책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향후

양 부문이 서로 어떻게 경쟁과 타협을 하며 상호관계를 만들어나갈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도시농업의 담론이 또 어떻게 발전되어갈지는 차

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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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시농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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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cafe.naver.com/godonet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cafe.naver.com/mapofarm

부산도시농업포럼 cafe.naver.com/bscityfarm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cafe.naver.com/nodonong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cafe.daum.net/gcfarmer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cafe.daum.net/antifta

부천도시농업네트워크 cafe.daum.net/bucheonuan

강서도시농업네트워크 cafe.daum.net/gangseo-cityagirc

부산도시농업네트워크 cafe.daum.net/bsurbanagriculture

텃밭보급소 cafe.daum.net/gardeningmentor

도시농업텃밭지원센터 www.그린21.co.kr

도시농업운동본부 & Ofica cafe.daum.net/k9001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현재 씨앗들 협동조합)

cafe.naver.com/daejari

(cafe.naver.com/waithongbo)

하남도시농업 시범단 cafe.daum.net/dosinongup

광진시민연대 cafe.daum.net/sg-simin

Green Care Farming 녹색치유농업 cafe.daum.net/roofgarden

에코상상사업단 도시농업국 cafe.naver.com/epfarmnet

양평군도시농업연구회 cafe.daum.net/ypdjoa

강동구 도시농업 그리니티(GreeNity) cafe.daum.net/greenity

<부록 3> 국내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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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그린 cafe.naver.com/popgreen88

(사)도시농업포럼 어린이배움텃밭학교 cafe.daum.net/learningfarm

텃밭세상 cafe.daum.net/tutbatsesang

도시생태농지원센터 에코팜잉 cafe.naver.com/ecofarming

친환경도시농업 cafe.naver.com/dobongecofarm

부천도시농업포럼 cafe.naver.com/cityfarmersforum

고양도시농업지도사 cafe.naver.com/donong2011

홍씨텃밭농원 cafe.naver.com/hongsfarm2010

농업회사법인 버미팜 www.vermifarm.co.kr

도시, 농업을 품다 www.cityfarmers.kr

도시농업 한국시티팜 www.koreacityfarm.com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 www.cityagro.com

(사)도시농업포럼 blog.naver.com/kbsspd

한국도시농업연구회 cafe.daum.net/KSUA-UrbanAgr

도시농사꾼학교 cafe.naver.com/hanamfarmer

파주 도시농부학교 cafe.daum.net/cityfarmer.paju

도시농부학교&농촌체험 cafe.daum.net/shdqngkrry

광명텃밭보급소 cafe.daum.net/kmgardeningmentor

거제시 도시농부학교 1기 cafe.daum.net/GEOJEDOSININGBOO

대전도시농부학교&생태귀농학교 cafe.naver.com/agriculturedj

수원시도시농업연구회 cafe.naver.com/suwondonong

출처: 전국귀농운동본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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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boom of the urban agriculture in Korean

society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Although the start of the urban

agriculture in Korea dates back to the beginning of 1990’s when weekend

farm began to flourish in suburban areas, a full-fledged attempt by the

public sector to encourage it just began in May 2012 enacting "The act

on promoting and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The urban agriculture as a means for the people to overcome

"risk society" has come to the fore on the following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ⅰ) Globalization of agriculture and intensified capitalism,

ⅱ) Threat of food security and food right. On the other hand,

government-led urban agriculture by which a capitalist state would

control risks in neo-liberalism era has several ideological implications as

following: ⅰ) Urban-rural integration planning, ⅱ) Labor reproduction in

capitalist society, ⅲ) Risk management in "risk society", ⅳ) Constructing

family/community for social integration.

Grassroots civic groups-led urban agriculture appears to pursue a

postmodern and alternative way of life. The government-led and civic

groups-led practice encounter one another in the field of the urban

agriculture, which could be understood as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above two practices. Due to the different

sociological backgrounds, these two sectors disagree on following issues:

ⅰ) Definition of the urban agriculture, ⅱ) Roles of the public and third

sector, ⅲ) Goals and means of the urban agriculture - "Plant factory",

ⅳ)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Evaluation".

Even though the public sector is promoting a cooperative

governance with the third sector, a civil society remains passive in the

urban agriculture regardless of its long history. Moreover, the fa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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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invests a lot of public funds into the urban agriculture

could hinder the independence of the third sector. Considering favorable

effects of the third sector in terms of overcoming intensified capitalism

and managing the risks in neo-liberalism era,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truct a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third sector based on the mutual confidence and the equal rights to speak

and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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