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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은 고전적 농경 경관에 대한 이상과 20세기 중반 시작

된 환경운동 등 사회적 현상이 혼합적으로 공존하며 탈산업화 도시 구조 속에

서 발현되는 문화적 장(field)이다. 지난 몇십 년간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더불어 관심을 받아왔으며, 생태학과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대

상이 되어 왔다. 반면 경관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영향에 대

한 논의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중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에 내재된 복잡성과 사회·생태·문화 등 다층적 차원을 조

망하고 도시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려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전하였다.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새롭게 등장하여 미처 정의되지 못한 애매한 경관(terrain vagues)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농업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지금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경관을 다루는 데 있어 

조경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혹자는 도시농업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농업 형태는 각 지역의 산업

화 시기와 맞물려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은 도시농업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이 강조되는 데 기여했다. 도시농업의 역사는 도시농업 경관의 특징에서 

몇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도시농업 경관이 필연적으로 도시성을 내포하고 있

는 반면, 동시에 농촌 경관 재현의 이상 혹은 그 저변에 깔린 자연미의 환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도시농업 경관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말해 준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 역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미학의 갈래 중 일상의 미학(Everyday Aesthetics)과 대지예술(Land 

Art), 지속의 미학(Sustainable Aesthetics) 이론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경관의 미

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도시농업에서 ‘일상의 감각’은 도시농업 경관의 도시성과 고유성에 대한 것

으로, 일상생활과의 물리적 근접성과 텃밭 등 익숙한 요소의 역할을 말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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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농업 경관의 두 번째 특성인 ‘장소 특정성’은 고도로 발전한 도시 경관에 대

지와 사회 공동체가 대조적으로 드러나며 도시농업 경관이 만들어내는 성질이

다. 즉 공간에 얽힌 역사의 켜를 노출시킴으로서 나타난다. 도시농업 경관은 새

로운 내러티브 대신 장소가 가진 기존의 내러티브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미적 특징은 ‘지속의 미와 외관의 퍼포먼스’로, 도시농업과 지속가능

성의 연관성이 외관의 퍼포먼스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과 미적 특성

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농업 경관은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며, 이 두 가지 성

질은 도시농업 경관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감상자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도시

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이 ‘공감각과 경관의 실재의 경험’이라는 관점, ‘문화의 

혼종적 경험’이라는 관점, 그리고 ‘감상자가 경관과 동화되는 경험’이라는 관점

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첫 번째로, 노동과 여가 등 도시농업 경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공감각을 

통해 경관 실재의 경험’을 촉진시킨다. 감상자와 경관 간의 거리가 좁혀지거나 

사라지고, 이를 통해 도시농업 경관은 경관 감상자와 동일한 시공간을 가진 세

계에 함께 존재하는 형이하학적 동반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즉, 도시농업 경관

은 공감각의 강한 연상 작용을 통해 추상적 자연에서 벗어나 실재로서 경험될 

수 있다.

   ‘문화의 혼종적 경험’은 익숙한 요소의 익숙하지 않은 병치가 ‘이상하게 친

숙한’ 경관 경험을 자아내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도시

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역사·문화 등 기존에 남아있는 흔적들로부터 시작되

기 때문에 도시농업 경관을 도시 조직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가 혼재된 

문화적 장으로 볼 수 있다. 역사·문화적 잔재 뿐 아니라 동시대성을 드러내는 지

표까지도 포함되어 일련의 역사뿐 아니라 현대의 시대성까지 되새기는 경험이다. 

   현대의 시대성 또는 시대정신은 어떤 지표 또는 표상을 통해 발견되거나 연

상된다. 즉, 경관이 흐르는 시간에 화자가 속해 있다는 무의식적 인식을 바탕으

로 도시 사회의 동시대성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관에서 노후함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작물과 토양 등 도시농업 요소를 통해 인식하는 일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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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미적 경험은 현상학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경

관 감상자의 신체적 시간 흐름과 주어진 환경의 시간 흐름 사이에 살(flesh)적  

관계성을 부여하며 동화(assimilation) 현상을 촉진시킨다. 이는 감상자의 탈중

심적 사고로의 이전을 의미하며,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도덕적 판단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경관 감상자의 미적-도덕적 판단을 거쳐 경관 

뿐 아니라 도시농업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다수 

도시농업 경관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불쾌함에서 비롯

된 것이며, 보다 자세하게는, 미적 불쾌함이 비도덕성과 가진 연관성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반대로, 돌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관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감각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에 기여하는 경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유

지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미적 경험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경관을 다루는 것은 

공공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자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접적 실천 방

안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미학 이론을 통해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시농업의 

사회적·자연적·생태적·현상적 차원을 함께 조망하기 위함이다. 도시농업 경관의 

계속적 변화와 확산이 이뤄지는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

는 여러 모호한 경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재된 긍정적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의 미적 경험에 대한 고려와 관련 조

경 및 정책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어 : 도시농업, 경관, 미적 경험, 일상의 미학, 지속의 미학, 미적-도덕

적 판단, 문화적 지속가능성

학  번 : 2016-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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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은 탈산업화 시기 이후 고전적 농경 경관에 대한 이

상과 20세기 중반 시작된 환경운동 등 현대 사회의 현상이 혼합적으로 드러

나는 문화적 장(field)이다.1) 20세기 후반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도시농업은 

도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

후 도시농업의 생태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각종 정책 보고서는 식량 안보와 자급자족을 도시 차원에서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 지침으로 도시농업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관점은 오늘날 도시농업이 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적·사회적 

실천으로서 논의되는 양상에 기여하고 있다.3) 

배정한은 “조경이라는 문화 행위의 산물로서 경관은 본질적으로 형태를 

통해 실체로 구현”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4) 도시농업의 다양한 측면 중 경

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현대 조경의 관점을 통해 담론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도시

1) Wolfgang Haber (2010) “Post-Industrial Cultural Landscape,” in Regionalverband 

Ruhr ed. Field Studies. Basel: Birkhäuser, p.18. 
2) Hilda Kurtz (2001) “Differentiating Multiple Meanings of Garden and Community,” 

Urban Geography 22(7), pp.656-670. ; Sarah T. Lovell (2010) “Multifunctional 

Urban Agriculture for Sustainable Land Use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Sustainability 2, pp.2499-2522.
3) 도시 생태 및 지속의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주목한 대표적인 국제 보고서 사례로 ‘지구회

의’라고도 불리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아젠다21(Agenda 21)’이 있다. 현재 국내를 중심으로 한 도시농업 논

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손슬기 (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 배정한 (2012) “Chapter 2. 생산의 경관, 참여의 미학,” 안명준 편. 『텃밭정원 도시미

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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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녹지 확보 및 공동체 공간 마련 등 직접적인 도시 경관의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도시농업은 직접적으로 도시 경관의 변화 또는 

확장을 가져오는 하나의 동인(agent)이자, 새롭게 마련된 경관을 이해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도시농업의 역할 및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논의의 대상

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이 조성된 공간의 물리적 형태 및 그 

형태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도시농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도시 

경관에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논의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더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선결 과제로 삼고 있는 도시농업 공간 확보의 문

제는 경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단위 규모의 토

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외 

대다수 도시농업 수요는 텃밭 등 작물을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공간에 집중

되어 있어 물리적 경작 공간의 확보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도시농업 공간 확충에 쏠려있는 관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

다.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시

행 전후로 각종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

다.5) 몇몇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발간한 보고서는 국내 도시농업 확장의 가

장 큰 걸림돌이 공간 확충 문제라고 설명한다.6) 이는 도시의 유한한 테두리 

안에서 공간 활용 방법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경관은 오늘날 도시의 삶에서 일상적 경관으

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러 국제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의제로 삼

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7) 서울시 역시 

2012년 ‘도시농업 원년’을 선언하며 세계 도시 서울의 비전으로 농업도시를 

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농림축산식품

부(종자생명산업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66#0000. 
6) 국내 공영텃밭에 대한 자료는 다음 참조: 조미정 (2016) 「공영텃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7) 서울연구원 (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서울: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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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시정신문 강감찬 텃밭 개장 관련 기사 모습

출처: 시정일보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92.

제시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8)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도시농업이 축적해온 

생태적이고 전통적인 자연과의 접촉 공간이라는 심상(imagery)의 소비를 통

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Ⅰ-1). 이처럼 

도시농업 담론은 생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의제에 대한 도시 차원의 태도

를 나타내며, 그를 둘러싼 국제 관계 속에서 지니고자 하는 지위를 나타낸

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도시의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미적 경험

을 만들거나 촉진시키고 있다. 반면 이 현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해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오늘날 도시농업 담론이 대부분 생태적·사회

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관의 미적 경험을 포용하는 통합적 

8) 서울시청 (2012)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 선언문」 http://economy.seoul.go.kr/city_fir 

styear_declaration?tr_code=m_sweb. (최근 접속: 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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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농업에 내재된 복잡성과 사회·생태·문화 등 다층적 

차원을 조망하기 위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발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도시 경관의 일부로 자

리 잡고 있는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또

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일상성과 지속가능성이 겹치는 지점에 놓

여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일상적 도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

관의 가치를 제고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경관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경관을 고려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지속가능성

과 농업에 관한 미적 경험을 다루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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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선행 연구는 크게 국내외 도시농업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와 경관의 공감각적 또는 미적 감상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표 Ⅰ-1). 

먼저 도시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로는 데이비드 트레시(David Tracey)가 식

량 안전과 자급자족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도시의 잠재적 가치로 보고 

있는 『도시농업. 도시 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안드레 두아니

(Andrés Duany)의 Garden Cities. Theory & Practice of Agrarian 

Urbanism(정원 도시. 농업적 도시의 이론과 실천) 등을 살펴보았다.9) 또한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에서 나온 Agenda 21, W. M. 아담스(W. M. 

Adams)의 The Future of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미래) 등의 보고서를 

참고했다.10) 특정 국가 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농업의 역사 연구로는 

마가렛 윌리스(Margaret Willis)의 영국의 노동계급과 도시농업의 관계를 다

룬 저서 The Gardens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2014), 미국의 약 

100년간의 도시농업 역사를 논한 로라 J. 로슨(Laura J. Lawson)의 저서 

City Bountiful: A Century of Community Gardening in America (2005),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P-Patch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연구인 

제프리 호우(Jeffery Hou), 줄리 존슨(Julie Johnson), 로라 로슨(Laura 

Lawson) 공저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시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2013)를 살펴보았다.11) 이에 더해 영국의 임대형 주말(근교)농장 

9) 데이비드 트레시 (2012) 『도시농업, 도시 농업이 미래를 바꾼다』서울: 미세움 ; Andrés 

Duany & DPZ (2012) Garden Cities. Theory & Practice of Agrarian Urbanism. 

London: Prince’s Charities.
10) UN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Agenda 21. UN Conference on Enrionment &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 W. M. Adams (2006) “The Future of 

Sustainability: Re-think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of the IUCN Renowned Thinkers Meeting, 29-31 January 2006. 
11) Margaret Willes (2014) The Gardens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aura J. Lawson (2005) City Bountiful: A Century 

of Community Gardening in America. Oakland, CA: UC Press ; Jeffrey Hou, Ju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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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 얼로트먼트(allotment)를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윌리스

의 저서는 얼로트먼트가 세계대전을 지나며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로슨의 2005년 저서는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미국의 도시농업의 계보가 오늘날 미국의 도시농업 형태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안으

로 떠올랐던 도시농업의 가치가 오늘날 도시농업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우, 존슨, 그리고 로라의 2013년 저서는 시애틀의 P-Patch를 정책, 체

계, 역사, 구성, 설계 등 다각도에서 살펴보며 공동체 정원이라는 구체적인 

도시농업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정원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가치를 논함으로써 도시농업 공간의 사회적 함의를 설명하고 있다. 시애틀 

P-Patch는 도시의 주요 정책이자 미국에서 가장 특화된 정책 시스템 중 하

나로, 공동체 정원이 식량 생산과 공동체 형성뿐 아니라 녹지 및 경관 다양

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

하다.  

이에 더해 테레사 마레즈(Teresa M. Mares)와 데본 페나(Devon G. 

Peña)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의 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공

간을 도시의 모호한 공간의 대안적 활용 방법으로 상정하기도 한다.12) 이들

에 따르면 도시농업 공간은 추상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espace veçu)의 일

부이다. 이 맥락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이처럼 공간에 내재된 정치사회적 의

미, 즉 상향식 사회민주주의의 표상이 된다. 이는 또한 도시농업 공간의 사

Johnson and Laura Lawson (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Learning 

from Seattle’s urban community gardens.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2) Teresa M. Mares and Devon G. Peña (2010) “Chapter 20. Urban agriculture in the 

making of insurgent spaces in Los Angeles and Seattle,” in Jeffrey Hou, ed. Insurgent 

Public Space: Guerilla Urbanism and the Remaking of Contemporary Cit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2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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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여러 연구를 검토하기 위한 계보학적 바탕을 구성하

고 있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의 해석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경관의 인식과 활용 등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미적 경험의 차원을 더함으로써 도시농

업의 공동체 역할을 넘어 문화적 지속가능성까지 연결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국내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로는 먼저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발간한 

정책 보고서와 저서를 살펴보았다. 서울도시농업에서 2013년 발간한 「서울

시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 연구」 및 서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등은 서울의 도시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의제를 제

시하고 있다.13)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도의회 등 정부기구 역시 여러 연

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14)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서 특히 본 연구의 Ⅱ, Ⅲ장에서 참고하였다. 하지만 도시농업을 경관 자원

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찾아볼 수 없어 도시농업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 부족이 드러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 도시농업 사례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는 손슬기의 연구가 있

다. 국내 도시농업 공간을 정부의 하향식 정책과 기존의 풀뿌리운동이 맞부

딪치는 장으로 보고 국내 도시농업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움직임을 검토했

다.15) 도시농업을 사회적 장이라고 보는 손슬기의 관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

13) 서울도시농업 (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

단. ; 서울연구원 (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국내 도시

농업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며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반, 부산 또는 대구 

등 광역시는 각각 여러 보고서를 통해 시내 도시농업 현황과 발전 양상을 점치고 있다. 
14) 김태곤 외 (201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농촌진흥청 (2008)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생활

농업 제도화 및 성과관리 방안」수원: 농촌진흥청. ; 오충현 (2011) 「취미적 도시농업 

우수사례」 수원: 농촌진흥청, 등. 
15) 손슬기 (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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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시농업공원 사례의 분석에 유용하다. 

최근 도시텃밭의 여러 역할에 관해 고찰한 김민수의 연구는 도시 미화 차

원에서 도시농업의 역할을 언급하기도 했다.16) 특히 도시텃밭을 직접 운영

하지 않는 비경작자들에게 도시텃밭의 미적 기능이 중요하여 사계절 설계에 

대한 고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지를 남기는 방

법, 관상용 식재와 식용 식재를 혼합하는 방법 등을 꼽았다.17) 이 연구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연구

를 언급하고 있지만, 식물의 미적 아름다움과 도시의 미화라는 추상적 가치

를 언급할 뿐 이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미적 감상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지속가능

한 경관에 대한 연구와 일상 경관에 대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두 분류 모

두 환경미학에 기반을 두지만, 전자는 지속가능성과 미적 경험의 문제를, 후

자는 도시 경관에서 미적 경험과 윤리를 다룬다. 

조앤 I. 나사우어(Joan I. Nassauer)는 공간 및 경관의 미적 기능이 “문화

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18) 

나사우어는 지속가능한 경관이 미적으로 선호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돌봄과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돌봄의 흔

적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청했다.19) 조경 설계를 통한 미적 효과가 

경관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후 연

구는 특정 생태적 경관의 미적 경험의 독자적 작용보다 주변 맥락과의 관계 

16) 김민수 (2016) 「도시텃밭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 고려

대학교 대학원. 
17) Ibid. p.118. 
18) Joan I. Nassauer (1997) Placing Nature: Culture and Landscape.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 Joan I. Nassauer (1995) “Messy Ecosystems, Orderly Frames,” Landscape Journal 

14(2),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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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드러나는 미적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20) 특

히 이웃과 어떤 미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미적 선호가 드

러났다. 나아가 2011년 연구에서는 앞의 두 연구에 이어 돌봄의 흔적이 경

관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인상은 경관의 책임자뿐 아니라 경관 안

에 내재된 자원의 성질까지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21) 미적 선호도는 미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연구 주제이며, 특히 나사우어의 연구는 정

량적 방법을 통해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환경미학자 알렌 칼슨(Allen Carlson)은 저서 Aesthetics and the 

Environment에서  산업화 이후 나타난 현대 농업 경관의 미적 감상에 대해 

논의했다.22) 칼슨의 연구는 새로운 경관,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지향점, 

그리고 미적 감상이라는 부분에서 본 연구와 여러 교차점을 지니고 있다. 

칼슨은 농업 경관을 새로운 경관의 하나로 조망하며 기존의 전원적 농업 경

관에 대한 기준이 아닌 대안적 또는 보다 열린 관점에서 경관의 미적 감상

을 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지속가능한 삼림 경관의 미적 

선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의 모습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가 

매우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23) 

지속가능한 경관의 조성에서 조경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K.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유용

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한다. 마이어는 지속의 미(sustaining beauty) 개념을 

통해 경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미적 작용 중 지속가능성이라는 성질로 인해 

20) Joan I. Nassauer, Zhifang Wang and Erik Dayrell (2009) “What will the neighbors 
think? cultural norms and ecological desig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2, pp. 
282-292.

21) Joan I. Nassauer (2011) “Care and Stewardship: From home to plane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0, pp.321-323. 

22) Allen Carlson (2000) Aesthetics and the Environ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3) Allen Carlson (2001) “Chapter 3. Aesthetic preferences for sustainability landscapes: 

seeing and knowing,” in S. Sheppard and H. Harshaw, eds. Forests and Landscapes: 
Linking Ecology, Sustainability and Aesthetics. Vancouver, BC: CABI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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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미적 작용, 즉 지속가능성으로 인한 경관의 미적 가능성을 다루었

다.24) 뉴질랜드 농업 경관 사례를 통해 제안한 시간성(temporality)까지 모

두 11개의 요소를 지속가능성의 구성 요소 또는 수행 작용으로 보았다.25) 

마이어의 연구는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로 기능하며 동시에 도시농업 경관에서 조경의 가능성

을 암시한다. 

일상적 도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의 해석을 위해 본 연구가 가장 주

목한 환경미학 연구는 유리코 사이토(Yuriko Saito)와 카티아 만도키(Katya 

Mandoki)등이 주장하는 일상의 미학(everyday aesthetics)이다.26) 일상의 미

학은 예술중심적 미학적 경험이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미적 경험

을 통해 미적-도덕적 고취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만 

중대한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는 도덕적-미적 (또는 미적-도덕적) 판단을 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적 경험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이며, 어떤 

특별한 고찰뿐 아니라 바로 잊혀지는 특별하지 않은–일상의–경험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도키는 유사한 맥락에서 일상의 미적 경험의 원천을 세 가지 

유형–일상의 오브제, 일상적 성질, 일상적 행동–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일

상의 미적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경험자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일상적 대상

의 계보적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편으로 상식

적 사실에 가까운 내용의 집합이 일상의 미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 또

한 주장하고 있다. 

24) Elizabeth K. Meyer (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pp.6-23. 
25) Elizabeth K. Meyer (2009) “Slow Landscapes. A New Erotics of Sustainability,” 

Harvard Design Magazine 31, pp.22-31, 157. 
26) Yuriko Saito (2007)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tya Mandoki (2013) “The Sense of Earthiness: Everyday Aesthetics,” Diogenes 

59(1-2),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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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 및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된 『텃밭정원 도시

미학』은 생산 경관으로서 도시농업을 조망한 학술서로, 도시 농사를 “인문

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27) 김문환의 자연

미와 환경미, 그리고 도시농업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도시농업을 자연미 개

념에 비유하며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28) 또한 배정한은 보다 구체

적으로 환경미학에서 참여(engagement)개념을 통해 ‘미적 장’인 생산경관 즉 

도시농업 경관에 대해 ‘미적 경험’으로서의 참여를 설명한다.29) 환경미학의 

또 다른 갈래인 지속의 미학과 일상의 미학 개념을 통해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특히 배정한의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이 도시농업 경관을 정원이자 생산 경관

으로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면, 본 연구는 이 관점을 발전시켜 일상적 도시 

경관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류하고 미적 경험

의 차원에서 해석했다는 차이가 있다. 

27) 안명준 (2012) 「서문. 도시농사와 생산경관의 함수」 안명준 편. 『텃밭정원 도시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7.
28) 김문환 (2012) 「Chapter 1. 자연미와 환경미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안명준 편. 『텃

밭정원 도시미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9-82. 
29) 배정한 (2012) 「Chapter 2. 생산의 경관, 참여의 미학」 안명준 편. 『텃밭정원 도시미

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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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선행 연구 분류

도시농업 

관련 

(국외)

General 

Information

데이비드 트레시 (2012) 『도시농업, 도시 농업이 미래를 바꾼다』

Andres Duany & DPZ (2012) Garden Cities, Theory & Practice 
of Agrarian Urbanism 

International 

Outlook & 

Sustainable 

Agenda

UN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Agenda 21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W.M. Adams (2006) “The Futures of Sustainability: Re-think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wenty-first Century,” Report 
of the IUCN Renowned Thinkers Meeting, 2008

History of 

Urban 

Agriculture

Margaret Willes (2014) The Gardens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Laura J. Lawson (2005) City Bountiful: A Century of Community 
Gardening in America

Jeffrey Hou, Julie Johnson and Laura Lawson (2005)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Learning from Seattle’s urban 
community gardens

Sociological 

Aspects
Teresa M. Mares and Devon G. Pena (2010) “Urban agriculture 
in the making of insurgent spaces in Los Angeles and Seattle”

도시농업 

관련

(국내)

서울시 

도시농업

서울도시농업 (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 연구」

서울연구원 (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정부기관 

보고서

김태곤 외 (201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2008)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생활농업 제도화 및 성과관리 방안」

오충현 (2011) 「취미적 도시농업 우수사례」

도시농업의 

사회학
손슬기 (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환경미학

&

경관의 

미적 

감상

생태적 경관의 

미적 감상

Joan I. Nassauer (1997) Placing Nature: Culture and Landscape 

Joan I. Nassauer (1995) “Messy Ecosystems, Orderly Frames” 

Joan I. Nassauer et al. (2009) “What will the neighbors think? 
Cultural norms and ecological design” 

Joan I. Nassauer (2011) “Care and Stewardship: from home to 
planet” 

환경 미학 Allen Carlson (2000) Aesthetics and the Environment.

지속의 미학

Elizabeth K. Meyer (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Elizabeth K. Meyer (2009) “Slow Landscapes. A New Erotics of 
Sustainability” 

일상의 미학

Yuriko Saito (2007) Everyday Aesthetics.

Yuriko Saito (2011) “The Power of Aesthetic” 

Katya Mandoki (2013) “The Sense of Earthiness: Everyday 

Aesthetics,”

도시농업과 

미학
안명준 편 (2012) 『텃밭정원 도시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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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관점

본 연구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에 대한 고찰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이자 추후 도시농업 경관 담론의 생성과 활성화를 유

도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농업 경관은 도시 경관의 일부이

자, 녹지 경관이며, 동시에 일상 경관이기도 하다. 도시농업의 역사에 해박

한 누군가에게는 역사적 경관으로, 경작 등을 통해 직접 참여를 하는 누군

가에게는 참여적 도시 경관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정한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미적 장’(aesthetic field)으로서의 생산 경관이기도 하다.30) 이와 

같이 도시농업 경관에 내재된 복잡성(complexity)은 통합적 관점을 통한 해

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농업 경관의 경험을 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

고 경관의 미적 퍼포먼스(performance)를 고찰하는 것은 도시농업 경관을 

통합적으로 보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경관의 미적 경험에 관한 미학적 담론은 17~18세기 풍경화의 등장과 확

산으로 시작되었다. 자연 경관의 경외로부터 시작된 경관의 미적 탐구는 비

교적 최근인 1990년대 환경미학의 대두까지 수많은 논의와 담론을 거쳤다. 

기존의 미학 이론은 자연미와 예술미를 구분 지어 미적 감상을 논해 왔

다.31) 반면 환경미학자들은 칸트적(Kantian) 미적 감상의 전제 조건인 무관

심성(disinterestedness)을 반박하며 환경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주장한다.32) 

칸트가 자연미와 예술미를 동일한 선상에, 그러나 비교하기 어려운 개념으

로 두었고, 이후 헤겔의 정신우월주의 아래 자연미는 미적 경험 담론에서 

30) 배정한 (2012) p.90. 도시농업 경관을 생산경관과 정원의 교집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배정한의 연구에서 참조했다. 
31) 미학에서 자연미, 예술미, 그리고 미적 감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 김상

연 (2016) 「근대, 자연, 경험: 미학사적 개관을 통한 ‘미적 자연’ 및 ‘자연의 미적 경험’

의 몇 가지 특이성에 대한 고찰」『시대와 철학』 27(1). pp.7-36. 
32) 배정한 (1996) 「환경미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69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연구』6,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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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했던 것에 반해, 환경미학은 인간이 환경 즉 자연의 일부라는 전제를 

가지고 도구적 이성이 아닌 포괄적-공감각적 경험을 촉구한다.33) 일상의 미

학을 연구한 미학자 유리코 사이토는 이에 더해 환경미학에서는 관람자 역시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고, 

지각과 시각을 포함한 경험에 대한 고려와 자연의 변화와 통제의 불가능성을 

환경에 대한 미적 경험 안에 포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34) 

도시농업이 도시의 일부로 나타난다는 점은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해석하는 데 ‘일상의 미학’ 이론을 활용할 근거가 된다. 사이토는 일상의 미

적 경험이 “우리의 태도(attitudes)와 행위(actions)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영

향력을 발휘”하며, 경우에 따라 중요한 파문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35) 특히 

일상의 미적 감상을 통한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한 일상의 미적-도덕적 판단

의 상관관계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이 도시 경관 및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서 중요한 

해석의 틀로 기능할 수 있다.  

또 다른 환경미학의 갈래이자 조경 이론인 ‘지속의 미학’은 도시농업 경

관의 미적 경험과 미적-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관의 분석에 유용

한 틀을 제시한다.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K. 마이어(Elizabeth K. Meyer)

는 ‘지속의 미(sustaining beauty)’와 ‘외관의 퍼포먼스(performance of 

appearance)’를 통해 경관의 지속성을 논함에 있어 외관의 역할을 재조명할 

것을 요청했다.36) 마이어는 이와 더불어 ‘시간성’(temporality)까지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37) 또한 지속의 미

33) 김문환 (2012) 「Chapter 1. 자연미와 환경미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안명준 편. 『텃

밭정원 도시미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9-82. 
34) Yuriko Saito (2010) “Future Directions for environmental Aesthetics,” Environmental 

Values 19(3), pp.373-391.
35) Yuriko Saito (2011) “The Power of the Aesthetic,” Aesthetic Pathways 1(2), p.11. 
36) Elizabeth K. Meyer (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pp.6-23.
37) Elizabeth K. Meyer (2009) “Slow Landscapes. A New Erotics of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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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경관의 미적 경험과 미적 선호도의 관계와도 연결된다. 미적 선호도가 

지속가능한 경관의 실제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조

경 이론가 및 계획가가 주장한 내용으로, 외관의 형태와 경관의 지속가능성

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다.38) 즉,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과 미적-도덕

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다루기 위한 

방편으로 지속의 미학은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미학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지닌다. 첫째, 도시농업의 직접 참여자인 경작

자뿐 아니라 경관을 일상의 환경으로서 접하고 감상하게 되는 모든 경관 감

상자를 포괄할 수 있다. 남궁희 등은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 연구”에서 경작자와 비 경작자의 인식 차이가 공간

의 공공성을 정립하는 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39) 또한 텃밭의 지

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 해당 도시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인지하고 함께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도시농업의 경관을 통한 미적 경

험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경작자와 비경작자를 공통의 경관 경험

자로 가진 공통된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효과는 도시농업 경관을 확장된 시선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다. 18세기 서구의 산업화가 자연 위에 인공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 도시농업은 산업화 이후 도시 공간 사이사이에 

자연과 인공이 뒤섞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따라서 도시농업 경관

에서 장소 역사의 켜와 동시대적 사회 가치는 한데 뒤섞인다. 비유하자면, 

우뚝 선 기념비적 경관 사례와 반대로 도시농업 경관은 시공간의 경계가 누

Harvard Design Magazine 31, pp.22-31, 157. 
38) 미적 선호도와 문화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Ⅲ, Ⅳ장에서 보다 상세하

게 다루고 있다. 
39) 남궁희·김슬예·강은지·김용근 (2015)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

공성 인식 연구」『한국조경학회지』 43(1),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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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는 오목한 그릇의 기능을 답습한다. 도시농업 경관을 시대적으로 또

는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어진 환경으로서 통합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해석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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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역사, 현대 도시농업 경관 담론의 양상, 그리고 환

경미학의 여러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후 미적 경험의 해석을 통해 도시

농업 경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농업 경관은 사회적

으로 또 역사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하며 

형태를 갖춘 개념이다. 따라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도시농업의 역사적 특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의 기원을 살펴보고, 오늘날 도시농업 형태의 

유래를 살펴본다. 

한편 도시농업의 기원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오늘날 확산되는 

도시농업 양상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현대 경관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그 형성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구축된 

기존 인식을 의식화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역사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시농업 경관에 대한 인식을 타불라 라사(tabula rasa)와 같은 여백의 

상태로 되돌리고, 도시농업 경관의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논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40) 

본 연구의 목적인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 해석은 다음의 두 가지 과

정을 필요로 한다. 먼저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경관의 요소를 도출하는 해

체 작업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으로서 ‘일상성,’ ‘장

소 특정성,’ 그리고 지속의 미학에서 ‘외관의 퍼포먼스’를 몇 가지 관련 사례

로부터 도출하고 동시에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두 번째 과정은 이와 같

은 요소로 인해 경험되는 ‘무엇’을 밝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일상생활에 또

40) 여기서 언급한 타불라 라사는 존 로크의 ‘백지(white paper)’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ohn Locke (2017) An Essay Concerning Humane 

Understanding, Vol. 1 MDXC(1690), Based on the 2nd Edition, Books Ⅰ and Ⅱ.  

The Project Gutenberg Ebook. http://www.gutenberg.org/ebooks/10615.epub.images? 

session_id=81d263122486e8248274b6d64cb2127faf575e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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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농업 경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특성의 도출

과정이 경관의 미적 요소를 통한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관 설계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반면, 이후 해석 작업은 경관을 감상하는 주체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위의 탈중심적 태도와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감상자 개인의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현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한다(그림 Ⅰ-2).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도시농업의 범위는 텃밭, 공동체 정원, 옥상 정원, 주

말 농장(allotment) 등 도시 경관에서 공개된 가시성(public visibility)을 가

지고 구획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농업이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도시텃밭

뿐 아니라 도시 양봉 및 실내 테라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경관의 차원에서 보다 큰 영향력이 있으며 도시 경관과 상호 작용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Ⅳ장의 주 내용인 경관의 경험을 통한 

미적-도덕적 판단 및 그와 연관된 경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서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Ⅱ장의 도시농업 역사 및 Ⅲ장 2절

의 장소 특정성에서 다루는 임시 설치 사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는 2000년대 이후 조성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도시농업 사례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의 기

원을 살펴보고, 오늘날 도시농업 형태의 유래를 통해 도시농업과 경관의 관

계를 파악한다. 도시농업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우리

에게 익숙한 도시농업 형태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

구의 경우 18세기 산업화로부터 시작된 도시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의 한 방편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었다.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에 

따라 시기가 다르더라도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도시농업이 대두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농업의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오늘날 도시농업이 지속가능성의 실천 방안으로 인식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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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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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낳았다. 2절에서는 도시농업의 사회적 의미를 벗어나 경관의 한 유형

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을 살펴본다. 먼저 도시농업을 정원 문화의 한 갈래로 

보고 경관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문헌을 살펴본 후 도시농업에 내재된 도시

적 성질을 알아본다. 또한 농업 경관과 도시농업 경관의 비교를 통해 도시

농업에 농촌 내러티브가 삽입되는 현상을 주목한다.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

에 투영된 농촌 경관의 이상 혹은 그 저변에 깔린 자연미의 환상을 비판적

으로 탐구하고 미적 경험 고려의 중요성을 제고한다. 

Ⅲ장에서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을 설명한다. 환경미학의 갈래 중 

일상의 미학과 지속의 미학을 주요 틀로 삼아 몇 가지 사례를 이론적 배경

과 함께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일상적 도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을 조

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경관에서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는 요소를 

미적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즉, 특정 사례에서 도출 가능한 특성이 아닌 일

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 위주로 서술하여 이후 Ⅳ장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Ⅲ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각

각 ‘일상의 감각,’ ‘장소 특정성,’ 그리고 ‘외관의 퍼포먼스’를 각각 몇 가지 

가시적 사례를 들며 서술한다. 

 1절에서는 일상의 미학을 설명하고 도시농업의 일상적 미적 경험을 이루

는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 도시농업의 일상성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먼저 도시농업 경관에 투영되어있는 목가적 혹은 농촌 경관의 환

상으로부터 벗어나 경관의 미적 경험을 드러내가 위해 도시농업 경관을 일

상적 경관으로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농업 경관이 도시 내 또는 

근교에 위치하여 일상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실정은 경관의 미적 경험

을 논함에 있어 무관심한 관조자가 아닌 내부자의 경험을 함께 고려하고 경

관의 확장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일상성의 고려를 필요로 한

다. 주요 사례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매그너슨(Magnuson) P-Patch와 서

울 강동구의 도시농업공원이다. 특별한 현상이 아닌, 주민의 일상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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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시각, 촉각, 후각 등 공감

각적 요소를 살펴봄으로서 이후 이와 같은 요소의 효과로서 미적 경험을 해

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2절의 장소 특정성은 예술과 건축, 그리고 농업과 조경의 교차점에 놓은 

사례에 집중한다. 장소 특정성은 성공적인 조경 사례에 거의 보편적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예술성 또는 기능성에 국한된 성질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도시농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지예술 사례를 통해 농업 

행위가 퍼포먼스로서 장소 특정성을 발현하는 정황을 살펴본다. 이후 도시

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 중 작품성이 도드라지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장소 특정성이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얽히며 고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관찰한다. 아그네스 데니스(Agnes Denes)의 <보리밭 

Wheatfield-A Confrontation>을 시작으로 아말리 안드라오스(Amale 

Andraos)와 댄 우드(Dan Wood)의 <P.F. 1>, 독일 에센 지역에 2년 간 조

성되었던 메흐텐베르크 프로젝트(Mechtenberg Project) 등을 살펴본다(그림 

Ⅰ-3).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으로서 장소 특정성은 장소 특정적 맥락

의 확용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경관의 내러티브이며, 그 이상으로 기존 부지의 맥락을 통해 예술, 조경, 

건축, 공동체 등 도시농업 경관에 얽힌 여러 분야 간 틈을 메꾸고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3절은 지속의 미학에서 외관의 퍼포먼스로 볼 수 있는 요소에 주목한다. 

지속의 미학은 조경 미학의 관점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넘어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을 탐구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특정 양식이나 형태가 아닌 경관에 내재된 인간의 경험–즉 일상의 중

첩–을 미적 요소로 판단하고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농업 프로그램과 지속가능성을 혼합한 조경 프로젝트 사례에서 외관의 역할

과 각 사례에서 도시농업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도시농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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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Mechtenberg Project>, Essen, Germany 2008-2010.

출처: Field Studies (2010) p.81. 

그림 Ⅰ-4 Turenscape(Kongjian Yu), <선양건축대학교 캠퍼스> 중국 랴오닝 성. 2002. 

출처: ASLA 홈페이지 https://asla.org/awards/2005/05winners/090.html. 

사진: Kongjian Yu, Chao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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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도시의 경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한다. 중국의 조경가 콩지

안 유(Kongjian Yu)의 사례(그림 Ⅰ-4)와 시애틀 P-Patch 중 최근 조성되

었으며 확장 계획이 승인된 비컨 푸드 포레스트(Beacon Food Forest)을 집

중하여 살펴보며 부지의 내러티브가 외관에서 퍼포먼스로 표현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본 장의 1, 2절은 내용은 3절에서 수렴되며, 도시농업 경관의 다

양한 미적 수행을 드러내는 사례를 공감각적 또는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해

석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새로운 미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한다.41)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Ⅳ장은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해석한다. 본 

장에서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미적 경관 경험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해석한다. 1절에서는 다양한 감각이 

통합적으로 만들어낸 공감각이 경관 감상자의 공간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공감각은 자연이라는 추상적 경관에 실재의 성질을 부여한다. 특

히 도시농업 경관은 경관 감상자에게 익숙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일상이라

는 구체적 실체를 가진다. 2절은 도시 문화, 농업 문화, 정원 문화 등 문화

의 혼종적(hyrid) 경험이 경관의 장소성을 형성한다는 점에 집중한다. 익숙

한 문화적 요소의 익숙하지 않은 병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소의 특질로 

변화한다. 3절은 도시농업 경관과 경관 감상자의 시공간적 동화를 다룬다. 

특히 환경 현상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통해 

감상자가 경관의 시공간에 동화되어가며 탈중심적 사고가 시작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4절의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과 미적-도덕적 판단’에서는 위의 내용

을 종합하여 감상자에게 일어나는 미적-도덕적 판단의 과정과 의미를 고찰

한다. 그 결과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넘어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41) 저서 제목 인용. Regionalverband Ruhr ed. (2010) Field Studies. The New Aesthetics 

of Urban Agriculture. Basel: Birkhä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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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연구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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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농업과 경관

1. 도시농업의 역사

1.1. 도시 공간과 농업 공간

도시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이다.1)

                    - 리차드 웰러(Richard Weller)

고대 도시에서부터 모든 농업은 도시 또는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이었다.2)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는 중세 시대까지도 유럽인이 

뒤뜰에 채원을 두거나 성벽 안에서 농업적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잦았으

며, 도시의 일상이 종교와 과학에 밀접하게 변화할수록 농업 경관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3) 웰러의 선언과 같이, 도시의 역사는 농업의 역

사이기도 했다. 

근대 이전 농업이 도시 및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벌어졌고 도시농업의 원

형이었다는 점은 회화 및 필사본 등 서구 중세의 시각 자료에서도 쉽게 확

인된다. 황주영은 서양 미술에 재현된 생산 경관의 사례로 랭부르 형제

(Linbourg Brothers)의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그림 Ⅱ-1, Ⅱ

-2)에 실린 농사와 관련된 삽화를 소개했다.4) 성곽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1) Richard Weller (2016) “The city is Not an Egg: Western Urbanization in Relation to 

Changing Conceptions of Nature,” in Frederick R. Steiner, George F. Thompson and 

Armando Carbonell, eds. Nature and Cities. Cambridge, MA: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p.32. 
2) 데이비드 트레시 (2012) 『도시농업. 도시 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서울: 미세움,  

심우경·허선혜 역. David Tracey (2011) Urban Agriculture. Vancouver, BC: New 

Society Publishers.
3) Lewis Mumford (1961)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London: Secker & Warburg.
4) 황주영 (2012) 「Chapter 4. 서양 미술에 재현된 생산경관」 안명준 편. 『텃밭정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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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랭부르 형제(Linbourg Brothers),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증 3월 

March from 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 > c. 1412~1416. 콩데 미술관 

샹티이 도서관 소장.

그림 Ⅱ-2 랭부르 형제(Linbourg Brothers),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중 4월 April 

from 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 

c. 1412~1416. 콩데 미술관 샹티이 도서관 소장.

오른쪽 성 안에 채원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작은, 정성들여 가꾸는 채원이나 허브 가든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성 

밖은 본격적인 농업 생산 공간이었다.5) 깔끔히 구역 지어진 경작지와 넓은 

토지는 오늘날 농촌 경관에 대한 미적 이상과 흡사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제 농업 종사자 간 계급적 차이가 없더라도 성 내

부의 농업 공간, 즉 도시농업 공간은 정원의 연장선에서 취급되었다는 점이

다. 이는 농업과 성곽 내 텃밭이 계급이 아닌 공간적 또는 공간이 지닌 의

미에 따라 나뉘었으며, 각각 생산성과 미적 향유라는 주된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역설한다. 이처럼 이미 도시 내 농업 경관은 성곽 밖의 농업 경관

과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미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19. 
5) Ibid.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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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생산 경관 중 특히 텃밭을 정원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농업 경관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 반대급부로 도시농

업이 대두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18세기 영국 및 서유럽에서 시

작된 산업화는 도시 공간과 농업 공간의 분리라는 맥락에서 중대한 전환점

이었다. 제2차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또한 이 시기에 일어났다. 산업혁

명으로 인한 농산물 수요 급증과 곡물 가격 상승은 농업 생산력 상승의 필

요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한 대농경영을 불러왔다.6) 산업화는 봉건적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왔으며, 도시로 향한 농민들의 피폐한 영양 문제를 구

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농업이 장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전화(electrification)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인 도시의 

확산과 인구의 집중, 그리고 농지의 대경영화를 불러들였다.7) 근대적 도시

의 산업화에 맞추어 근대 농업의 과학적 발전 역시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8) 또한 교통수단의 발전과 그에 따른 교외 거주지(suburban 

settlement) 발달에 따라 도시, 도시 근교와 농경지의 관계를 고찰하는 여러 

도시설계 유형이 등장했다. 건축 역사학자 메레디스 텐후르(Meredith 

Tenhoor)에 따르면, 18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도시와 농업의 공간적 분리

가 본격화되었으며 19세기 들어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9) 즉, 

도시와 농업의 기능에 따른 물리적 분리가 도시설계의 전제조건으로 등장하

기 시작한 것이다. 텐후르는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가들의 도시 단위 프로젝

트인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정원 도시(Garden City)’와 20

세기 초 르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빛나는 농장(Ferme Radieuse)’을 들

고 있다(그림 Ⅱ-3, Ⅱ-4).10) 

6) Margaret Willes (2014) The Gardens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7) Ellen Braae (2015) “Introduction,” Beauty Redeemed. Basel: Birkhäuser, p.22. 
8) Meredith Tenhoor (2010) “The Architect’s Farm,” in Amale Andraos and Dan Wood, 

eds. Above the Pavement, The Farm!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66-189.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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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Garden City and Rural Belt, 

출처: Garden Cities of To-morrow (1898)

그림 Ⅱ-4 Le Corbusier, <Réorganisation agraire, ferme et village radieux> 

1938. 출처: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Volume 3 1934-1938. 

10) Ibid. pp.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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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시 시스템의 근간에는 넓게 마련된 대지를 기계 공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시와 농업의 물리적 양

분화를 전제로 도시와 농업이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1.2.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 집중화 현상에 의한 도시와 농업의 분리는 또 한편으로 도시농업의 

확산을 낳았다. 오늘날 도시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국 도시농업의 시작

은 18세기 경 도시의 임노동자가 된 전(前) 농민들에게 자투리땅을 빌려주

고 경작을 활성화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1) 손슬기는 대표적인 유럽 

도시농업의 사례로 영국의 얼로트먼트(allotment)를 소개하며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진 국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토지 할당

(allotment) 제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12) 당시 자급자족 및 식량 안보

를 목적으로 조성된 얼로트먼트는 임대형 주말농장으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국가적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에 더해 전쟁 이후에는 극심한 주택난을 조립

식 건물로 대체하고자 도입한 조립식 건물이 정원과 함께 보급되며 채원을 

포함한 정원 문화가 대유행했다.13) 1940년대 후반 영국 정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가정의 약 72%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14)  

영국과 유사한 사례로 독일의 바우에릉가르텐(Bauerngarten)과 클라잉가

르텐(Kleingarten)을 들 수 있다. ‘소작농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바우에릉

가르텐은 주로 직업 농부들이 가꾸는 정원 겸 텃밭으로, 그 개념은 1855년 

11) 손슬기 (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p.7. 필자 강조. 
12) Ibid. p.8. 
13) Willes (2014) p.342. 
14) Ibid.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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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안톤 케르너(Anton Kerner)의 Flora der Bauerngärten in 

Deutschland(독일 소작농 정원의 식물군)에서 처음 등장했다.15) 이때 케르

너가 설명한 ‘식물군’은 19세기 낭만주의가 곁들여진 이상에 뿌리를 두고 텃

밭의 목가적 경관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바우에릉가르텐의 목적은 산업화 이후 급격한 도시의 확장과 대조

적으로 낭만적 자연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채소와 허브 위주의 식재, 기하학

적으로 조성된 소로, 그리고 낮은 벽 또는 울타리로 구성되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목가적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그림 Ⅱ-5). 독일공작

연맹사상을 이끌었던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n Muthesius)의 개념을 공

유한 쿤스트할레 함부르크(Kunsthalle Hamburg) 관장 알프레드 리히트바르

크(Alfred Lichtwark)는 바우에릉가르텐을 “공간예술작품(Kunstraumwerk)”

으로 보고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16) 이후 그를 따르던 에두아르트 차하리아

스(Eduard Zacharias)는 함부르크의 식물원 한 구석에 바우에릉가르텐을 조

성하여 모범 사례로 내세웠다(그림 Ⅱ-6). 포펜디크의 함부르크 원예 정원

(Botanischer Garten Hamburg)과 바우레릉가르텐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당시 유행하던 별장 정원(Villengarten)이 영국식 정원의 형태를 답습

한 반면, 바우에릉가르텐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공간이자 토종 작물과 초

화가 식재된 정주와 관찰의 정원이었다.17)

이에 더해 같은 시기 도시 근교에서는 클라잉가르텐이 인기를 얻기 시작

했다. 클라잉가르텐은 텃밭 중심의 영국식 얼로트먼트와 달리 정원을 목적

으로 하는 임대형 농장으로, 바우에릉가르텐의 성격이 상당히 섞인 형태이

15) 바우에릉가르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부르크 식물원에 설치되었던 바우에릉가르텐

의 형태 및 유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Hans-Helmut Poppendieck (1992) “Der 

erste Museums-Bauerngärten,” Die Gartenkunst 4(1), pp.79-101. ; Renate 

Brockpähler (1985) Bauerngärten in Westfalen. Münster: F. Coppenrath Verlag.
16) Ibid. pp.80-82. 포펜디크는 당시 함부르크 식물원 설계에 레베레히트 미게 등 지틀룽스

베젠(Siedlungswesen) 운동을 통해 자급자족용 정원을 옹호하는 세력의 영향이 미쳤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7) Poppendieck (1992) p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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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Bauerngarten im Freilichtmuseum Vogtsbauernhof/Schwarzwald.  

사진 출처: Metzner, https://de.wikipedia.org/wiki/Bauerngarten. 

그림 Ⅱ-6 정원 디렉터 요하네스 아펠의 드로잉, 

<함부르크 식물원의 “서민독일인의 바우언가르텐” 식재계획> 1952.

출처: Poppendieck (1992)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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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창기에는 도시형 바우에릉가르텐을 지향하며 녹지 제공 및 휴양 목적

으로 조성된 곳이 많았으나, 이후 전쟁을 겪으며 채소와 과일 등 실용 작물

을 재배하는 곳이 늘어났다. 1980년도에는 일본에 도입되며 텃밭 중심의 

‘시민농원’으로 자리 잡았다.18) 

정태권은 국내 도시농업 역시 서구 사례와 유사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19)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도시 집중화로 이어지며 도시

와 농업 공간을 양분했으며, 식량 수요가 급증하며 자투리 텃밭 등 도시농

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압축적 고도성장으로 인해 최근

까지도 도시 개발과 농지가 혼합된 토지 이용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유휴지

를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했다. 이후 1990년대 서울시 등 몇몇 지자

체에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도시농업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도시농업법’이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도시농업 역사를 연구한 로라 로슨은 미국 도시농업의 시작을 19

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로슨은 미국에서 도시농업이 특히 공동체적 성격

을 띠었음을 통해 유럽의 식량 안보 및 자급자족형 도시농업과 구별하고 있

다.20) 미국의 도시농업은 사회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

제로 발달되었으며,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이 종종 “콘크리트로 점철된 도시 

세계(urban world) 안의 녹색 오아시스”로 설명되는 것도 그 다양한 기능을 

반영한다.21) 이어 로슨은 미국 도시농업의 계보를 세 가지 주제–자연

(nature), 교육(education), 그리고 자기 계발(self-help)–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 도시농업은 자연을 도시 안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농가적 가치와 

18) 최정민 (2010) 「일본 클라인가르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가족농원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6(3), pp.51-66. 
19) 정태권 (2015) 「도시농업 건축의 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

대학교 대학원, p.7.
20) Laura Lawson (2005) City Bountiful: A Century of Community Gardening in 

America. Oakland, CA: UC Press, p.2. 
21) I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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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배우고 표현하는 장이었다.22) 특히 1930년대 재개발(urban 

renewal) 시대에 도시농업은 자연과 도시를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

로 인지되며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며, 동시에 도시농업을 통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되었다. 특히 자기 계발의 경우 1970년대부터는 

자아실현과 커뮤니티 리더쉽 교육 등으로 세부 분류되며 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실천적 교육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 예로, 1960년대 미국의 조경가 칼 린(Karl Linn)의 작업은 도시농업을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한 사례 중 하나이다. 칼 린은 당시 도시재생의 맥

락 아래 위협받던 미국의 시민사회에서 공동체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자발

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텃밭 등 공동체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3) 

1890년부터 현재까지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분야가 다를 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엮이며 시대상을 반영하는 도시농업의 

프로그램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주로 당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투영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도시농업은 이른 시기부터 사회 복지

적 측면을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도시농업의 사회적 성향은 이후 사회적·생

태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주목받는 바탕이 되었다. 

              

1.3. 지속가능성 담론과 도시농업

1970년 지구의 날 제정을 기점으로 도시농업의 생태·환경적 기능과 사회

적 기능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여러 국제회의를 거치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생태적·환경적·사회적 

22) Ibid. p.5.
23) Alison b. Hirsch (2014) “From ‘Open Space’ to ‘public space’: Activist landscape 

architects of the 1960s,” Landscape Journal 33(2), pp.173-194. ; Karl Linn (2008) 
Building Commons and Community. Oakland, CA: New Villag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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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부상하며 세계 국가 및 도시가 지향할 좌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특정 속도 또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가

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태·환경·사회 담론에서는 주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오늘날 주어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

안된 개발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의 

사회적 성향은 특히 미국에서 부각되었으며 이후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지

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된 계기는 1990년대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도시농업이 부상하게 된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국제연합(UN) 및 산하 기구를 통한 여러 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의 실천 방안

으로 도시농업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연관성은 이어지

고 있다. 예를 들어 W. M. 아담스(W. M. Adams)가 2006년 세계보전회의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에 해당하는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그리고 환경 보전의 차원

에서 도시농업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공동체 형성, 그리고 식

량 안보 및 자급자족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24) 도시농업의 여러 기능을 통합적으

로 다루는 보고서 외에도,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각 분야-즉 경제, 사회, 환

경-에서 지속가능성과 도시농업을 연관 짓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지속가능성과 연관시키는 

내용은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고도 불리는 『우리 공동

의 미래(Our Common Future)』(1987)에서 찾아볼 수 있다.25) 이 보고서

24) W. M. Adams (2006) “The Future of Sustainability. Re-think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of the IUCN Renowned Thinkers 

Meeting. www.iuc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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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UN 환경위원회(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출판한 보고

서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

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만나는 것”으로 정의했다.26) 이에 더해 개발

도상국 및 부동산 가격이 원만한 도시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방식

으로 도시농업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가를 위한 도시농업 참여가 

잦은 선진 도시의 경우 지역 경제적 상황이 도시농업 참여와 직결되기 때문

에 도시농업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 도시 내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

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가능성도 제시되었다.27)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 가능성을 연구한 사라 로벨(Sarah T. Lovell)은 다

기능적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28) 로벨은 도시농업 공간 설계의 가

장 큰 어려움 또는 잠재력이 다기능성에 대한 고려, 지역 주민들의 장소 특

정적 필요와 선호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고 적고 있다. 도시농업의 다기능적 성질로 인해 정책적 관점에서 보다 효

율적인 토지 이용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시농업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29) 

지속가능한 사회적 발전에 대한 담론은 도시농업의 유형 중 공동체 텃밭 

또는 커뮤니티 정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 1970년대에 시작된 북미의 

대표적인 도시농업 시스템 중 하나인 시애틀의 P-Patch의 경우 도시농업을 

매개로 한 시애틀 공동체 형성 및 발전 과정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맞물

려 북미 도시농업의 가장 효과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

25)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6) 김선아 (2011) 『디자인 일상 아주 쉬운 디자인학』 서울: 인퍼블릭, p.80
27) 서동주 (2014) 「도시농업의 여가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

학원. 
28) Sarah T. Lovell (2010) “Multifunctional Urban Agriculture for Sustainable Land Use 

Planning in the United State,” Sustainability 2, pp. 2499-2522. 
29) Ibid. pp.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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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텃밭 개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했던 위르겐 하버마스

의 공론장 이론(public sphere theory)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 

텃밭은 일상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론장, 또는 도시의 사회적 구성

이기도 하다. 즉, 공동체 텃밭은 도시 사회적 기반시설로 작동한다. 따라서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론장의 재봉건화’ 흐

름에 맞설 수 있는 민주사회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30)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대표적인 문서는 1992년 6월 브

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리우환경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두 건의 문서이다. 첫 번째 문서는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다. 1970년 ‘지구

의 날’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담론이 공식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며 한국을 비롯한 178개국은 공동 

추구 가치로서 평화, 발전, 환경을 동일선 상에 놓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아젠다21(Agenda2

1)』은 산업의 한 종류로서 농업이 식량 안보(food security)와 자급자족성

(self-sufficiency)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도시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실천 방안으로 도시농업이 거론되고 있다.31) 특히 국

내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리우선언을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의제의 근거

로 삼고 있는 만큼 정책적 도시농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30) 장명학 (2003)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한국정치연구』12(2), 
pp.1-35. 

3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effrey Hou, Julie Johnson, and Laura Lawson 

(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Learning from Seattle’s urban 

community gardens. 이강오 외 역 (2013)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시

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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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 경작자라는 직접 참여자로서 주체가 

되어 도시 녹지화를 주도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선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은 도시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지속가능성 실천 방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와 

아시아권의 대다수 국가가 토지 용도를 특정하여 도시를 계획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기존 도시 조직과 밀접하게 조성되어 결국 공간 확보의 문제에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국내외 지자체 및 시민단체는 도시농업 확장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전용 토

지 확보를 들고 있다. 국내 도시농업법 시행 이후 발간된 각종 정책보고서

는 국내 도시농업 도입의 가장 큰 문제로 공간의 부족을 들었으며 도심 내 

농업용 농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32) 미국 도시농업 현황을 법률·정

책 차원에서 살펴본 데이비드 그라펜틴(David Grapentine)은 미국 토지 이

용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용도 지구(single-use zoning)’ 정책으

로 인해 도시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도시농업의 확산이 제한되

고 있다고 주장했다.33) 반면 도시농업 역사가 길어 근교에 장소 마련이 용

이하고 여가적 성격이 강한 유럽의 도시농업 사례는 상대적으로 토지 확보 

문제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국내 지자체는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공간 확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시농업법 시행 이후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에 도시공원의 분류로 도시농

업공원이 포함되어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써 도시농업공원 조성이 합법화되

었다.34) 인천 부평 도시농업공원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32) 김태곤 외 (201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pp. vi-vii. ; 유병규 (2013) 「대구 도시농업의 단계별 추진 방안」대구: 대구경북

연구원, p.iii. 등
33) David Grapentine (2014) “The Latest Trends in Urban Agriculture,” Drake Journal 

of Agricultural Law 19(3),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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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도시농업공원계획은 도시

농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다.35) 대부분의 도시농업

공원은 개인 분양용도의 텃밭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관 조성을 위한 공

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거나 텃밭 구역과 분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

다. 더욱이 도시농업공원 관련 연구가 직접 참여자만을 경관 수혜자로 두고 

있다는 측면은 도시농업 경관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남궁희 외가 진행한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도시농업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작 집단은 텃밭을 개

인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36) 반면 비경작자 집단은 공공성의 상실을 

일으키는 공원 사유화를 경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원 내 텃밭

의 공공성 증진 방안은 도시농업공원의 지속가능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시급한 문제이다. 경작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공간을 할당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행은 도시농업이 본질적으로 도시 경관의 일부

를 이루며 경관의 경험, 특히 미적 경험을 통해 다수의 경관 감상자와 상호

작용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3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5.29.) 제 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35) 오기영 (2012) 「도시농업공원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지방행정 정책연구』2(2), pp.85-105.
36) 남궁회·김슬예·강은지·김용근 (2015)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

공성 인식 연구」『한국조경학회지』43(1), pp.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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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 농촌 경관, 도시농업 경관

2.1. 정원과 도시농업 경관

도시농업의 원형은 정원일 것이다. 전통적인 정원 유형인 부엌 정원

(kitchen garden)과 채원, 그리고 2000년대부터 대두되고 있는 식용 식물 

정원(edible garden)의 형태는 모두 도시농업의 오랜 계보를 이어가고 있

다.37) 우리나라 전통 텃밭 역시 한국 전통 정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함성호는 「오래된 미래, 도시농업」에서 <옥호정도>를 에 나타나는 한국의 

과원과 채원의 공간적 배치를 소개하기도 했다(그림Ⅱ-7).38) 

정원의 특징으로 외부 세계와의 구분으로 인한 위요감(feeling of 

enclosure)이 있다. 엘리자베스 K. 마이어는 “정원의 가장자리(edge)는 구분 

짓고(delineates), 에워싸고(encloses), 분리한다(separates)”고 정의하기도 했

다.39) 도시농업 경관에서 경계(boundary)는 도시와 경작공간을 구분함과 동

시에 도시농업 경관의 도시성을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농업은 도

시 및 도시근교에 위치한다는 점 외에도 도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도시적인 경관이다. 따라서 경계의 활용은 도시

농업과 도시조직 간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설계 도구이다. 

도시농업 경관에서 경계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안명준과 N. 클레어 나파

37) 특히 식용 식물 정원의 경우 로잘린드 크리시(Rosalind Creasy), 레슬리 베넷(Leslie 

Bennet)과 마이클 저드(Michael Judd) 등 유명한 식용 정원가 및 조경가가 연달아 관련 

서적 출판을 하며 정원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Rosalind Creasy (2010) 

Edible Landscaping. Berkeley, CA: Counterpoint ; Leslie Bennett and Stefani Bittner 

(2013) The Beautiful Edible Garden. Berkeley, CA: Ten Speed Press ; Michael Judd 

(2013) Edible Landscaping with a Permaculture Twist.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38) 함성호 (2012) 「Chapter 3. 오래된 미래, 도시농업」『텃밭정원 도시미학』 서울: 서울

대학교출판원, pp.97-112. 
39) Elizabeth K. Meyer (2013) “Part 1. Garden, Sensing the Edge,” in Warren Byrd, 

Elizabeth Meyer, and Thomas Woltz eds. Nelson Byrd Woltz: Garden, Park, 

Community, Farm.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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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옥호정도(玉壺亭圖)> 조선 후기,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완의 연구를 들 수 있다.40) 먼저, 안명준은 정원으로서 도시농업 공간을 조

성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대의 정원은 주

변 경관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열린 정원(disclosed garden)으로 기능해야 

하며, 따라서 도시 텃밭을 조성함에 있어 “배타적이어서는 곤란”하다.41) 또

한 텃밭 정원의 본질에는 공공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위요감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 도시농업의 경관은 구분 짓되 열려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투과성을 갖춘 경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N. 클레어 나파완(Claire Napawan)은 공동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조성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농업 경관에서 투과성(permeability)을 위시한 경

40) 안명준 (2012) 「Chapter 10. 텃밭정원 만들기와 도시적 가능성」 안명준 편, 『텃밭정

원 도시미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239-270 ; N. Claire Napawan (2015) 

“Production Places: Evaluating Communally-Managed Urban Farms as Public Space,” 

Landscape Journal 34(1), pp.37-55.
41) 안명준(2012)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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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나파완의 사례 분석 중 주변 경계 형태

출처: Napawan (2015) p.51.

계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2) 나파완은 연구 방법으로 선적인 경계 대신 

면적인 개념인 부지 주변(site perimeter)을 통해 도시농업 경관에서 주변 또

는 경계의 역할을 분석했다(그림 Ⅱ-8). 그에 따르면 도시농업 경관이 도시

의 일부라는 점-즉 도시농업의 도시성-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로서 경계의 

투과성이 중요하다. 도시농업의 형태와 성격에 도시의 사람, 분위기, 물리적 

환경 등 각종 도시적 똔는 도시문화적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도시농업 경관은 본질적으로 도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농촌 경관과 도시농업 경관

이처럼 도시 조직과의 물리적, 개념적 연관성은 도시농업 경관의 가장 본

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의 농업적 측면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경관의 측면에서 농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농촌 경관과 

도시농업 경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도시농업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은 도시성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2) 나파완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도시농업 경관은 시각적으로 안팎이 확연히 구분되어 

정원의 성격을 갖추었으며, 동시에 높낮이를 통한 시야의 확보 또는 작물의 식재를 통해 

안팎이 서로를 조망할 수 있는 투과성(permeability)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 참고: 

N. Claire Napawan (20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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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새로운 농업 경관, Saskatchewan, Canada

출처: Carlson (2000) p.178.

미학자 알렌 칼슨은 산업화된 농업 경관을 새로운 경관으로 분류하며 기

능적인 요소를 고려한, 경관의 성격에 적합한 미적 감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 바 있다.43) 산업화 시대를 보내며 환경과 자연에 대한 다층적 시각을 지

니게 된 인류는 자원 낭비를 비윤리적 행위로 보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자원 낭비 경관으로 현대적 농업 경관이 있었다.44) 

이와 같은 농업 경관의 미적 감상 해석은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감상과 

매우 다른 맥락에 기반을 둔다. 먼저 칼슨이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삼는 농

업 경관은 도시농업의 경관과 달리 고도로 산업화된 기계적 혹은 산업적 농

43) Allen Carlson (2000) Aesthetics and the Environ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187. 
44) Elizabeth K. Meyer (2000)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in Michel Conan ed.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p.18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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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관(industrial agricultural landscape)이다. 또한 그가 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 중부의 농업 경관은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대단위 기계식 농업 

경관으로, 도시 안에서 자연과 사람의 마주침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도시농업과 오히려 반대편에 놓여 있는 현대적인 경관이다(그림 Ⅱ-9).  

 

이처럼 농업 경관이 기계화 및 산업화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경관에서 

주로 회자되는 심상은 고전적 농촌 경관인 경우가 많다.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

워진 현대 농업 경관에 대한 반발로서 도시농업에서 농촌 경관의 재현이 요구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경관이 농촌 경관의 재현으

로 나타나는 경우 도시성의 상실 또는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도시농업공원 등에서 전통 농업 경관을 차용하며 농촌 경관을 재현하는 경

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45) 농촌 경관을 도시 조직에 삽입하는 형

태의 도시농업 경관을 통해 도시농업의 생태적·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한 

본질이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도시농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전

통 농경 방식의 체험 및 교육 행사라는 전시적 행태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지구의 날 이후의 난제(The Post-Earth Day Conundrum)”에서 1970년 

지구의 날 제정과 그 이후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조경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한 마이어는 1960년대에 이미 기존의 보존 중심적 환경주의가 아닌, 생태·

환경적 담론이 생산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46) 지리학자 데니스 코스그로

브(Denis Cosgrove)는 풍경화로부터 이어지는 경관 개념의 유래 및 발전 양

상을 살펴보며 오늘날 경관을 바라보는 인식이 숭고미가 넘치는 유럽 낭만

파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47) 그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 이후 

45) 조한대 (2017) 「주말농장 안 가도 누구나 도시농부... 관악구 신림동에 작은 농촌 생긴

다」 JTBC 뉴스, 2017/01/04. ; 강동구 도시농업과 (2017) 「도시농업공원에 펼쳐진 파

라다이스」 강동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gangdong.go.kr/post/400065 

134227167. (최근 접속: 2017/09/30)
46) Elizabeth K. Meyer (2000) Ibid. 
47) Denis Cosgrove (1988)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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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landscape)은 자연(nature)과 동일시되었다.48) 따라서 경관을 조성한다

는 것(designing landscape)은 손대지 않은 이상적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동일했다. 오늘날 대다수 조경 프로젝트에서 고전적인 ‘자연’과 인공적

인 ‘문화’의 대립 또는 공존은 여전히 익숙하고 보편적인 난제이다. 즉, 오늘

날 도시농업 경관이 겪고 있는 도시 속 농촌 경관의 재현이라는 모순은 이미 

5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담론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성이 결핍된 도시농업 경관은 도시 내 조성된 농촌 경관에 가깝다. 

도시농업의 경관에 대한 인식은 산업화 이전의 원형에 가깝다고 인식되는 

농촌 경관으로 대체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도시농업

은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제가 아닌, 노스탤지어(nostalgia)에 기반을 둔 

경관 재현이다. 여기서 노스탤지어 경관으로서 도시농업은 생산적 경관이 

아닌, 기억이 재현되는 일종의 회귀적 경관이다. 이는 안명준이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이 산업적 측면보다 심미성 측면에서 중요해 진” 현상의 한 표출 

방식일 수 있다.49) 하지만 도시농업 경관에 기대되는 공동체적 생활 및 지

속가능성을 비롯한 생태적·사회적 가치 생산을 위한 미적 장으로서 역할을 

펼치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의 1등작 <Ancient Futures>는 중앙의 개방 공간을 농지로 채우는 설계안을 

제시했다(그림 Ⅱ-10). 대상지가 과거 농경지였다는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적용이 유독 눈에 띄었던 이 공모전에서 1등작이 전

원 풍경의 재현에 집중한 작품이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이 작품이 

“단순히 박물관처럼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농업 연구를 위해 작동

하는 살아 있는 실험실로 다시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도, “하이

테크 이미지의 도시 경관과 대조를 이루는 전원적 경관을 제안”한다는 점에

서 농촌 경관 재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50) 더욱이 조감도에서 도시 경관

48) Ibid. p.254.
49) 안명준 (2012)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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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Ancient Futures>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 공모 

1등작, 출처: 해인건축 홈페이지 http://haiin.co.kr/wp/ 

이 누락되고 깨끗이 정리된 농경지가 대두된다는 점은 고의적인 도시 조직

과의 단절과 그에 따른 목가적 농촌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작품

집』서울: 한국토지공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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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은 생태적·사회적 가치 외 여러 가치가 혼재될 수 

있는 유연한 경관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와 자연의 대립

으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경관 개념은 도시농업 경관이 농촌 경관 재현의 한

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 경관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미적 경험 담론의 필요

성이 대두된다. 본 장에서 살펴볼 것은 도시농업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이다. 특히 특정 사례에 나타나는 특수한 성질보

다 보편적인 특성에 대한 집중하여 본 연구의 다음 순서인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의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농업 경관에 투영되고 있는 기존의 목가적 경관 혹은 농촌 경관

의 이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농업 경관을 도시 내 조성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경관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

지를 경관의 특성으로서 주요하게 살펴본다. 

1절에서는 미학자 유리코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 이론을 적용하여 도시농

업 경관의 특성으로서 ‘일상적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성을 탐구한다. 도

시에서 하는 농사의 실체는 종종 생산 경관(productive landscape)으로 칭해

지고는 하는데, 배정한은 생산 경관이 지속가능성, 변화, 노동 등을 통해 도

시인의 흥미를 자극하고 일상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1) 따라

서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일상성에 대한 고찰은 도시

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에 대한 해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마련한다. 

두 번째 특성인 장소 특정성은 도시농업 경관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장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맥락을 읽어냄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의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별도

1) 배정한 (2012) 「Chapter 2. 생산의 경관, 참여의 미학」『텃밭정원 도시미학』서울: 서
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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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조경 설계를 통해 장소 특정

성이 잘 드러난 사례를 탐구함으로서 장소 특정성이 가진 잠재력을 보다 세

밀하게 관찰한다. 대지예술과의 연관성 등 도시농업 경관의 범주를 넓힐 수 

있는 사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적 탐구를 위해 ‘지속의 미학’ 이론을 

적용하여 도시농업 경관의 ‘지속의 미’ 특성을 설명한다. 외관의 퍼포먼스가 

경관 감상자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에 착안하여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서 

지속의 미적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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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사이토의 일상의 미적 특성

Aesthetics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대상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미적으로 

경험되는 것

Aesthetics of Ambience 개별 대상이 아닌 환경으로 인한 분위기의 통합적 감상

Aesthetics of Everyday 

Qualities

깨끗한, 더러운, 정리정돈된, 지저분한 등 일상적으로 

긍정적/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성질

Aesthetics of Transience 오래된 표면, 덧없음(무상)의 미적 감상

1. 일상의 감각

일상의 경관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독립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관이다.2) 환경미학자 아놀드 벌리안트(Arnold 

Berleant)는 환경의 일상성에 주목하여 현상학적 의미의 미적 경험을 주장한 

바 있다.3) 벌리언트의 환경미학에 따르면 환경은 유기체적 인식, 의식적 의

미와 비인식적 의미, 지리학적 위치, 물질적 존재, 개인적 시간, 운동 모두의 

연합체로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상생활의 장으로, 인간과 분리된 환경이

란 존재하지 않는다.4) 이 맥락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도시 환경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일부로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사이토가 주장한 일상의 미적 특성은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틀로서 활용이 가능하다(표 Ⅲ-1).5) 일상의 미학은 특별하지 않

2) Tom Leddy (2005) “The Nature of Everyday Aesthetics,” in Andrew Light and 

Jonathan M. Smith eds.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3-22. 
3) 배정한 (1996) 「환경 미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60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연구』 6, pp.103-130. 
4) Ibid. p.111. 
5) Yuriko Saito (2007)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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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는 일상적인, 보편적 요소들로부터 일어나는 미적 경험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환경미학의 한 갈래이다. 또한, 일상의 비가시적 요소들로부터 

발현된 개인의 미적 경험이 미적-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통해 어떤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갈하지 못한 자

생식물로 뒤덮인 ‘지저분한’ 뜰이 아닌, 반듯한 잔디가 깔린 정원에 대한 보편

적 선호는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것을 도덕적 가치판단의 근거로 삼는 미적

-도덕적 판단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6)

가장 성공적인 도시농업 사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시애틀의 

P-Patch 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공동체 텃밭 시스템이다. P-Patch 

시스템은 텃밭마다 베테랑 농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영단 또는 비영리단체 

및 도지 임대와 행정·법률적 자문을 담당하는 시애틀 시청이 협력하여 운영

되고 있다.7) 그 중 잘 알려진 사례로 매그너슨 공동체 정원(Magnuson 

Community Garden)이 있다. 매그너슨 공동체 정원은 전신인 샌드 포인트

(Sand Point) P-Patch가 2001년 위치를 옮겨 조성된 사례로, 현재 시애틀에

서 두 번째로 큰 다용도 공원인 워렌 G. 매그너슨 공원(Warren G. 

Magnuson Park)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Ⅲ-1). 매그너슨 공동체 정원

이 일상적 향유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시도는 쉽게 발견된다. 부

지 중앙의 텃밭은 높이 자라난 자생종으로 구성된 경계면으로 둘러져 있어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간 구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텃밭 이용객과 센터 방

문객이 공유하는 문화 공간인 원형 극장이 텃밭과 방문자센터 사이 위치하

고 있어 기존 도시 조직과 시각적 구분을 가지면서도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도시 경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그림 Ⅲ-2). 이 맥락에서 매그

6) Saito (2011) “The Power of the Aesthetic,” Aesthetic Pathways 1(2), pp.11-25, 18.
7)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P-Patch Community Gardening,” http://ww 

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p-patch-community-gardening. 

(Accessed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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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매그너슨 공동체 정원(Magnuson Community Garden) 위치

출처: 구글 어스

그림 Ⅲ-2 매그너슨 공동체 정원 지도. 

A. 자생식물재배원 ; B. 원형극장 ; C. 어린이정원 ; D. 전시 과수원 ; E. 자생종 

경계벽 ; F. 텃밭 ; G. 도그런파크. 출처: 구글 어스. 범례 직접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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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매그너슨 공동체 정원 위치 및 주변과의 관계.

출처: Jeffrey Hou (2009) originally by Nathan Brightbill, 

with data from City of Seattle. p.139. 

너슨 P-Patch의 중요한 특징은 유기적인 공간 구성으로, 공원을 방문한 비 

경작자가 정원을 거닐 듯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8) 이는 자생종 벽과 그 너머의 자연 공원과 대조적이다. 경계에 위치한 

자생종 벽은 경관 감상자가 인공 자연인 도시조직으로부터 날것의 자연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놓여있음을 암시한다. 가까운 주거지역은 채 500m가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미술학교, 극장,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있

어 텃밭 경작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 도시 경관

의 일부이다(그림 Ⅲ-3). 여기서 자생종 벽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원형극

8) Jeffrey Hou, Julie Johnson and Laura Lawson (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Learning from Seattle’s urban community gardens.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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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는 비경작자들에게 텃밭이 자연과의 경계에 놓여

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지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의 미학에서 고유성(distinctive characteristic)은 어떠한 대상이 그 대

상의 기능 및 전반적 성질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 참신한 것이 아

닌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상에는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 예를 들어 돼지의 

감상에는 진흙탕에서 즐겁게 구르는 돼지의 밝은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9) 

이처럼 고유 성질에 대한 고찰은 미적 감상에서 기존의 더러움-깨끗함 등 

이분법을 해체시키며 감상자의 시야를 환기시켜준다. 도시농업 경관의 고유

성은 문화, 도시 또는 국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임대 및 분양 도시텃밭과 옥상텃밭, 

그리고 텃밭화분 등 ‘개인적 경작 공간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2

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농업 형태는 텃밭이었으며, 이는 국내 도

시농업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그림 

Ⅲ-6, Ⅲ-7).10) 위에서 살펴본 시애틀 P-Patch의 경우 역시 개인 경작 공간

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도시농업 경관의 고유성을 발현하고 있다. 

그 반대의 상황도 짐작해볼 수 있다. 국내 도시농업 경관은 대다수가 최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작 기회가 돌아가도록 구획되었을 뿐 아니라, 그 

크기가 균질하여 반복적 형태를 가진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텃밭의 스케일

에 따라 도시의 일상적 감각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농촌 경관 재현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상의 경관인 도시농업 경관은 도시

의 흔적과 도시민의 자연관이 유기적으로 얽힌 경관이다. 일상의 미적 경험

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본질적으로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며, 이는 도시농업 경관의 고유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텃밭의 구좌가 과하게 많은 경우–또는 대형 임대형 텃밭으로 사

각 구획으로만 구성되고 경작자 개인이 보이지 않는 경우-경관 감상자는 여

9) Ibid. p.106. 
10) 박희석·양승희 (2012)「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서울경제』2012년 6월,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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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강동구 일자산 도시농업공원 전경

출처: (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http://www.dosinong.net/2015/09/blog-post_7.html. 

러 사람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관이 아닌 하나의 농업 경관을 감상하는 것

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무한히 반복되는 텃밭의 형태와 유사한 작물 식재

는 경관 감상자와 경관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데 일조하며, 이는 공감각적 

감상이 아닌 관조적 경관 감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에서 일상성은 대형 텃밭 단지가 아닌, 중소형 텃밭에서 보다 쉽게 발

견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강동구 일자산 도시농업공원은 2013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도공법) 개정으로 인해 공원 내 도시농업 시설을 설치될 수 

있게 된 후 조성된 ‘도시농업공원’으로, 도시농업 경관에서 고유성을 드러내

는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이다(그림 Ⅲ-4).11) 이 사례는 텃밭 

수요가 아닌 기존 도시공원에 도시농업을 접목시킨 경우로, 일반 공원 방문

객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향유 중심으로 조성된 경관이다(그림 Ⅲ-5). 

전통농기구, 장승 및 솟대, 소달구지 포토존 등 전통 농업 경관을 연상시키

는 상징적 경관 요소는 일상적 경관으로서 도시농업이 아닌 농촌 테마 경관

을 구성한다. 넓게 펼쳐진 생태논과 억새밭 역시 도시농업이 아닌 농촌 경

관으로부터 빌려온 경관 요소이며, 그에 대조적인 녹색 잔디광장은 인공과 

자연의 대조라는 풍경화의 틀을 답습하고 있다. 

11) 강동구 도시농업 포털 (2016) 「도시농업공원」 https://www.gangdong.go.kr/cityf 

arm/web/html01/index6.html. (최근 접속: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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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초와 각종 작물로 이루어진 관찰 텃밭의 경우, 식용 식물 정원(edible 

garden)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물이 지닌 고유의 형태로부터 색다른 

미적 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동하는 주요 내러티브는 농촌 경

관이며 일상적 도시농업 경관인 텃밭의 위치 및 크기가 매우 작고 전체 공

원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농촌 경관의 재현과 도시와의 대조

를 통해 특별한 경관의 감상을 요청하는 반면, 일상 요소가 부재한 이 사례

는 도시농업 경관으로서 감상하기 어려워진다.

  일년생식물 또는 한해살이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도시농업 경관에서는 

작물의 생과 사가 일 년을 주기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겨울을 기점으

로 반복한다는 점에서 작물에 반영된 생과 사의 순환은 도시농업 경관의 고

유한 성질로 볼 수 있다. 사이토는 일상의 미적 감상 요소 중 하나로 노후

화된 외관을 꼽기도 했다.12) 오래된 대상의 미적 경험은 대상의 기원, 역사

적 발전, 수명, 변화를 이끌어낸 상황 등에 대한 생각과 상(images)에서 비

롯한다.13) 노후화는 전과의 대비를 통해 미적 감상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도

시농업 경관은 봄의 푸릇한 새순과 잎을 다 따버린 상추 또는 곡식의 추수

가 강한 대비를 보이는 경관이다. 또한 일 년이라는 시간적 틀 안에서 극적

인 노후화가 일어나는 경관이다.

 이처럼 삶의 한편에서 지속적으로 중첩된 경험은 ‘일상’의 지위를 획득

한다. 일상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경관의 특성은 너무 적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은 적당한 밸런스를 요구하며, 이 밸런스는 도시농업 경관을 일상적 경관

으로 감상하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어떤 정형적 구조를 가

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경관 요소 및 성질의 중

첩을 통해 경관에 관한 유기적인 맥락으로 형성된다. 일상의 경관인 도시농

업 경관은 갖가지 도시의 흔적과 도시민의 자연관(nature view)이 중첩되어  

12) Saito (2007) p.173. 
13) Ibid.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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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안내지도

출처: 강동구 

https://www.gangdong.go.kr/cityfarm/web/html01/index6.html?t=1515987116069.

유기적으로 형성된 경관을 이룬다. 일상의 미적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도시

농업 경관은 고유의 외관 및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며, 나아가 경관에 

나타난 노화의 미적 감상은 무상함(transience)이라는 철학적 고찰 또는 미

적-도덕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14)

14) 경관을 통한 노화의 미적 경험이 무상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

적 경험의 해석이다. 이에 관련하여 Ⅳ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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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특정성

도시농업 또는 농업 행위가 중심 기제(mechanism)로 작용할 때 장소가 

지닌 기존 맥락은 도시농업 경관의 장소 특정성으로 나타난다. 고유의 내러

티브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의 장소 특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대지예술 도는 환경예술 사례이다. 칼슨은 환경예술에 대해 “부지 

자체가 작품의 일부”라고 설명하는데, 대지예술 작품은 본질적으로 장소 특

정적이기 때문에 과거 토지이용행태와 현재 이용 행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를 둘러싼 환경의 전반적 분위기와 맥락을 고려한다.15) 유사한 전략을 취한 

사례로 1982년 미국의 대지예술가 아그네스 데니스(Agnes Denes)가 뉴욕 

맨해튼 남단의 월가와 근접해 있는 배터리 공원(Battery Park)에 설치한 <밀

밭-대치 Wheatfield-A Confrontation>를 들 수 있을 것이다(그림 Ⅲ-6).  

농업 경관과 맨해튼의 도시 경관의 대조는 본 작품에서 미적 감상을 일으

키는 주된 요소이다. <밀밭>은 4개월간 작물을 키운 후 콤바인 기계를 활용

하여 추수를 하는 농업 행위와 회색 콘크리트 도시의 대명사인 뉴욕 월가 

경관의 대비를 통해 토지 위에 건설된 도시성(urbanity)에 대해 질문을 던진 

작품이다.16) 환경미학자 에밀리 브레디(Emily Brady)는 데니스와 같은 초창

기 대지예술가의 작품이 “산업이 활용했던 대지를 예술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환경을 복원 또는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한다.17) 

15) Carlson (2000) p.150. 환경예술과 대지예술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대

지예술을 보다 큰 틀로 보고 환경예술을 그 하위 개념으로 본다. 칼슨의 경우 환경미학

에 관한 이론과의 견고한 연결성을 위해 ‘환경예술’이라는 용어를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16) 당시 시가로 “미화 45억 달러의 토지에 밀밭을 심고 추수하는 것은 강력한 모순”이었으

며 “밀밭은 상징이자 보편적 개념”으로 인류의 가치, 삶의 질,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

한 존재론적 질문을 고심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Agnes Denes (1982) 

“Description of Wheatfield-A Confrontation: Battery Park Landfill, Downtown Manhattan,” 

Agnes Denes Studio Homepage. http://www.agnesd enesstudio.com/works7.html. (최근 접

속: 2017/10/08)
17) Emily Brady (2007)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and Land Art’,” Ethic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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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Agnes Denes, <Wheatfield-A Confrontation> 1982.  

출처: 아그네스 데니스 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www.agnesdenesstudio.com/works7.html.

이 작품에서는 농업이라는 퍼포먼스가 작품의 주된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

에 원경에 놓인 도시-즉 관객의 일상-가 주인공으로 떠오른다. 도시는 작물

을 생산하는 경관으로 변모함으로써 도시민의 환경에 대한 환기를 촉구한

다.18)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데니스가 재현한 농업 경관이 목가적 농촌 경

관이 아닌, 현대적인 농업 경관이라는 점이다. 동시대의 두 경관을 대조함으

로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오늘날 현실에서 대안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대지예술과 환경예술이 조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데니스의 작품

and Environment 10(3), p.259. 
18) Udo Weilacher (1999) “Introduction, Art in Nature,” in Udo Weilacher ed.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Art. Basel: Birkhäuser,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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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후 조성된 도시농업-건축-조경의 접점에 놓인 조경 작품의 선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경이론가 존 딕슨 헌트(John Dixon Hunt)는 대지예

술이 조경가에게 영감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조경에 대

한 대지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은 프로세스(process)의 강조, 추상

(abstraction)의 적용과 분야 자체의 예술성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리했

다.19) 과정을 내세움으로서 의미를 내포하는 방식은 본 장에서 다루는 조경 

프로젝트 및 도시농업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며, 농업 행위에 필요한 시

간의 흐름이 경관 차원에서 프로세스라는 형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도시농업 경관의 장소 특정성은 크게 새로운 도시 경관의 창출과 도시농

업 경관의 문화적 정체성 획득이라는 두 가지 경관 형태로 나타난다.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의 분관인 MoMA 

P.S.1에 2008년 여름 설치되었던 <Public Farm 1> (이하 PF1)은 공공 공간

과 도시농업, 그리고 건축적 가능성을 탐구하여 새로운 경관을 창출해낸 사

례이다(그림 Ⅲ-7). 판지로 만든 튜브와 작물로 이루어진 접힌 평면은 높은 

콘크리트 벽을 넘어 미술관의 내부와 외부를 이어지는 하나의 경관으로서 

연결시켰다.20) PF1은 뉴욕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업 경관의 가

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던 뉴욕 롱아일랜드 

도심에 임시로 설치된 도시농업 경관을 커뮤니티 만남의 장으로 설정하여 

미국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농-도시화(rururbanization)의 새로운 모순적 

형태를 만들어냈다.21)

PF1에 내재된 모순은 강력한 장소 특정성에서 기원한다. 수평과 수직 그

19) John Dixon Hunt (1999) “Land, Land Art & Landscape Architecture,” in Udo 

Welacher ed.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Art. Basel: Birkhäuser, p.6.
20) Roxi Thoren (2014) “Edible Landscapes,” Landscapes of Change: Innovative Designs 

and Reinvented Sites. Oxford: Clarendo Press, p.209. 
21) Dan Woods (2010) “P.S.1 Becomes P.F.1,” in Heather Peterson & Dan Woods eds. 

Above the Pavement – The Farm!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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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PF1, 2008. Long Island City, New York. 

출처: WorkAC Homepage. http://work.ac/pf-1/

리드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신도시 경관에 지형적 다양성을 도입하고 도시농

업 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농업 경관이 아닌 새로운 도시 경관으로서 도

시농업 경관의 가능성을 밝혔다(그림 Ⅲ-8). 경관의 외관을 주요 설계 주제

로 활용하여 미적 경험을 통한 도시농업 경관의 새로운 활용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PF1이 새로운 도시 경관 창출이라는 도시농업 경관의 가능성을 보여준 반

면 독일 에센의 페르메 오르니 메흐텐베르크 프로젝트(Ferme Ornée 

Mechtenberg Project; 이하 메흐텐베르크 프로젝트)는 농업지구, 포스트인더

스트리얼 부지, 자연과 예술을 한데 묶은 문화경관 사례이다. 2010년 루르-

에센 유럽문화수도(Ruhr-Essen European Capital of Culture) 개최와 연계

되어 2년간 진행된 생산 경관 공원 프로젝트이다(그림 Ⅲ-9).22) 19세기 정

22) 루르(Ruhr) 지방은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밀집 지역으로, 뒤스부르크, 에센, 도트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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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시티은행 본점 방향으로 본 PF1 모습. 

출처: WorkAC 홈페이지. http://work.ac/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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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메흐텐베르크 경관 공원 전경.

출처: Regionalverband Ruhr (2010) p.27

그림 Ⅲ-10 메흐텐베르크 공원의 여름 경관. 

출처: Regionalverband Ruhr (2010)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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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농장으로부터 제목을 빌려온 이 프로젝트는 2년에 걸쳐 변화하는 작물 

경관을 선보였다(그림 Ⅲ-10).23) 농지였다는 기존 장소 기억과 계속된 지역 

도시화에 따른 관광 수요가 만나 생성된 도시농업 경관이다.

조경 이론가 우도 바일라커(Udo Weilacher)는 메흐텐베르크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유럽 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농업 지구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24) 생산성 있는 농업 경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

들며 고도로 성장한 도시와 인접한 농업 지역이 미와 기능을 갖춘 섬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며, 결국 농업 경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환경에 기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25) 

로타 호벨만(Lothar Hövelmann) 역시 혁신적이고, 기술-지향적이며, 거

대한 경제 산업인 농업의 현실이 잘못된 낭만주의로 점철되고 있음을 지적

하며 도시농업 경관과 같은 문화적 경관의 다양한 외관이 농업 경관의 다양

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26) 부지에 내재된 기존의 문화·역사 외에도 

도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도시농업 경관이 구체화된다. 호벨만이 언급한 

것과 같이 도시농업 경관을 농촌의 상징 경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경관으

뒤셀도르프 등 산업도시가 산재해있다. 메흐텐베르크 경관 공원은 포스트인더스트리얼 경

관을 활용한 공원으로 잘 알려진 뒤스부르크-노드 산업 공원과 함께 거대한 엠셔 경관 

공원(Emscher Landscape Park)를 이루도록 계획되었다. 페르메 오르니 메흐텐베르크 프

로젝트는 임시 프로젝트로, 공원의 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물맞이 프로젝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Regionalverband Ruhr ed. (2008) Emscher Lansdscape Park 

Guide. Essen: Regionalverband Ruhr. 
23)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Paolo Bürgi (2010) “Venustas et 

Utilitas,” in Regionalverband Ruhr ed. Field Studies. The New Aesthetics of Urban 

Agriculture. Basel: Birkhäuser, pp.96-103. 
24) Udo Weilacher (2010) “Ferme Ornee Mechtenberg. Field Experiments between 

Post-Industrial Wilderness and New Usefulness,“ in Regionalverband Ruhr ed. Field 

Studies. The New Aesthetics of Urban Agriculture. Basel: Birkhäuser, pp.84-89. 
25) Ibid. p.86. 
26) Lothar Hövelmann (2010) “Agriculture–Using and Managing Cultural Landscapes,” 

in Regionalverband Ruhr ed. Field Studies. The New Aesthetics of Urban 

Agriculture. Basel: Birkhäuser,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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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는 것은 농업 행위가 지닌 의미와 부지의 기억에 집중하여 경관의 

새로운 정체성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흐텐베르크 프로젝트는 개인 텃

밭이 아닌 공원으로서, 기존의 장소 특정성과 도시와의 관계 등 문화적 차

원을 고려하며 조성되었고, 즉 경관에 내재된 장소 특정성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문화적 경관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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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의 미학과 외관의 퍼포먼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도시농업 경관 조성은 오랫동안 지속가능

한 실천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관으로서 도시

농업 경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처럼 도시농업 

경관뿐 아니라 오늘날 조성된 경관의 경험에서 친환경성-또는 보다 구체적

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경관은 생태적 

퍼포먼스만으로는 ‘지속가능’하다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바탕에는 

인간 사회와 도시 조직이라는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여러 기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사우어는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라는 용

어를 내세우며 생태적 작동뿐 아니라 거주민 등 인간의 미적 선호를 이끌어

내야 인간 중심 세계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27) 환경미학 

분야에서 생태적 또는 지속가능한 경관의 미적 감상과 경관의 선호는 1990

년대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논의이다. 환경미학자 및 환경미학의 영향을 받은 

조경 이론가들은 경관의 환경미학적 감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

고 환경적으로 더 훌륭한 경관 또는 지속가능한 경관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

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나사우어는 지속가능한 경관이 동시에 

미적으로 선호되지 않을 경우 지속에 필요한 적절한 돌봄과 관심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28) 그 후 경관 설계에서 즉각적인 미적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각적 또는 익숙한 요소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돌봄을 지속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다.29) 예를 들어, 잘 가꾼 텃밭과 정리 

정돈되지 않은 텃밭을 비교했을 때, 직접 경작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있어 

전자만이 ‘지속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경관의 지속가능

27) Nassauer (1997) p.68.
28) Joan Iverson Nassauer (1995) “Messy Ecosystems, Orderly Frames,” Landscape 

Journal 14(2), pp.161-170.
29) Joan Iverson Nassauer (2011) “Care and stewardship: From home to plane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0, pp.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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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정리정돈이 잘 된 텃밭의 모습. ©정욱주

그림 Ⅲ-12 주변 환경에 대한 미적 고려가 미흡한 텃밭의 모습. ©정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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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림 Ⅲ-11, Ⅲ-12). 

또 다른 예로, ‘객관주의적 미적 감상’을 주장한 칼슨은 2001년 지속가능

한 삼림 경관의 미적 선호에 대해 지속가능한 경관의 낮은 선호도의 문제를 

설명하며 미적 감상과 선호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30) 그는 지속가능한 

삼림 경관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가 매우 낮음으로 드러난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환경에 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이 반드시 외관의 선호로 이어지지 않

는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하지 못하더라도 익숙한 경관이 선호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관에 대한 미적 선호는 경관의 외관과 환경윤리적 판단으로부

터 유래한 지각의 동시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예컨대 경관의 외관이 기존의 

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외관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습득된 

논리적 근거 없이는 선호되기 어렵다. 

하지만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은 계속해서 만들

어지고 있다. 이미 고전이 된 예로, 독일의 뒤스부르크-노르트 공원(Duisberg-Nord 

Park)(그림 Ⅲ-13) 은 공간의 재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함축하고 그 자체의 미

적 감상을 유도하고 있다. 뉴욕의 프레시 킬스(Fresh Kills) 공원 역시 장기적 

변화라는 요소를 지속가능한 미적 요소로 내세우며 새로운 종류의 미학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그림 Ⅲ-14). 지속가능한 미적 경관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 조경가 콩지안 유(Kongjian Yu)의 선양건축대학교(沈阳建築大学敎) 

캠퍼스 역시 농업 문화의 지속과 생태적 고려를 동시에 함축한 경관이다(그

림 Ⅰ-4, Ⅲ-15). 

이에 관해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K.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지

속하는 미(sustaining beauty)’ 개념을 통해 설계된 경관의 ‘외관의 퍼포먼스

(performance of appearance)’를 강조했다.31) 지속가능성과 설계, 그리고 미

30) 객관주의적 미적 감상에 대해, 다음의 글 참고: 배정한·조정송 (1996) “A. Carlson의 객

관주의적 자연 감상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조경학회지 24(2), pp.2025-2042. 
31) Elizabeth K. Meyer (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pp. 6-23. 오늘날 ‘퍼포먼스’란 기존의 공연예

술 행위를 넘어 모든 ‘극적 실천’을 함의하는 용어로 발전하며 어떤 단어로도 번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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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뒤스부르크-노르트 공원 전경

사진 출처: gardenvisit.com 

그림 Ⅲ-14 프레시 킬스 공원 전경

사진 출처: Freshkills Alliance. http://freshkillspark.org 

능한 개념이 되었다. 퍼포먼스 이론가 칼슨(Marvin Carlson)은 퍼포먼스라는 용어가 “...

최근 몇 년 동안 예술, 문학, 그리고 과학의 넓은 범위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 이 

인기에 힘입어 용어 자체가 복합체(complex body)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퍼

포먼스’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행위를 의미하는 특정 용어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번역어 대신 ‘퍼포먼스’로 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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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선양건축대학교 캠퍼스 모습

출처: ASLA 홈페이지 https://asla.org/awards/2005/05winners/090.html 

사진: Kongjian Yu, Chao Yang.

(beauty) 간의 이론적 괴리를 넘어서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고취하기 위해 

경관의 외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어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태적 재생을 돕는 전략은 물론 감각적으로 소통되는 또는 미적으로 

경험되는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지속하는 미’는 문화, 언어, 

프로세스, 예술, 경험, 고유성, 역동성, 재생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외관의 

퍼포먼스에서 드러난다(표 Ⅲ-2).32) 여기서 지속하는 미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특정 양식(style)이나 절차(procedure)가 아닌, 경관에 

내재된 인간의 경험이다. 정리하자면, 지속가능한 경관의 미적 경험은 외관

의 퍼포먼스에 의해 일어나며, 이 외관의 퍼포먼스는 인간의 선경험을 배경

32) Elizabeth K. Meyer (2015) “Beyond ‘Sustaining Beauty’,” in Deming M. Elen ed. 

Values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Design: Finding Center in 

Theory and Practice. Baton Rouge: LSU Press,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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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지속의 미’ 선언의 기본 원리 (필자 재구성)

Sustaining culture through landscape 

(Landscape architecture is a cultural 

practice, not just a professional practice)

경관을 통한 문화의 지속 

문화적 실천으로서 조경의 역할 주목 필요

cultivating hybrids – the language of 

landscape
혼종의 개발 – 경관의 언어 구축

Beyond ecological performance
생태적 퍼포먼스를 넘어 미적 

퍼포먼스까지의 포괄

Natural process over natural form
자연적 형태가 아닌 자연적 프로세스의 

활용이 필요

Hypernature – the recognition of art 초자연성 – 예술성 인지 및 활용

The performance of beauty 미의 퍼포먼스

Sustainable design = 

constructing experiences

지속가능한 설계는 경험을 구축하는 

실천이다.

Sustainable beauty is particular, not 

generic

지속가능한 미는 특수하고, 

보편적이지 않다.

Sustainable beauty is dynamic, not static
지속가능한 미는 역동적이며, 

정적이지 않다.

Enduring beauty is resilient and 

regenerative

오래가는 미는 탄력적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생적이다.

Landscape agency – from experience to 

sustainable praxis

경관의 작용은 경관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까지 모두 아우른다.

으로 구성된 설계 전략에서 비롯된다. 

선양건축대학교 캠퍼스의 조경은 콩지안 유와 투렌스케이프(Turenscape)

의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생산적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이

다.33) 농지로 활용되었던 부지의 역사를 살리고 벼, 메밀 등 토종 작물을 

심어 매해 재생되는 경관을 구성했다.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도 도시 중심

을 삶을 살아가는 건축대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를 이어가고 거주하는 곳의 

경관을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가치를 품었다(그림 Ⅲ-16).  

33) ASLA (2005) “2005 Profeesional Awards Jury Comments,” https://asla.org/awa 

rds/2005/05winners/090.html. (최근 접속: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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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2003년 10월 선양건축대학교 추수 모습 

출처: ASLA 홈페이지 https://asla.org/awards/2005/05winners/090.html 

사진: Kongjian Yu, Chao Yang.

캠퍼스 중심의 논 주변을 장식하는 가로수 역시 토종 교목으로 설계를 통

해 농업과 도시의 문화적 만남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토종 식재 및 

저영향(low impact) 접근 방법을 통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한 것뿐 아

니라 문화적 지속가능성 즉 지속적으로 경관의 유지에 사람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지속가능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시

애틀 P-Patch 시스템의 하나인 비콘 푸드 포레스트(Beacon Food Forest; 

이하 BFF)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Ⅲ-17).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태환경

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관계를 흉내 냄으로서 자체적으로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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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Beacon Food Forest. Seattle, Washington.

출처: 구글 스트릿뷰

그림 Ⅲ-18 Harrison Design, <Beacon Hill Food Forest Schematic Design> 2014.

출처: Harrison Design 홈페이지. 

http://www.harrisondesignla.com/portfolio/food-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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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다년생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퍼마컬처(permaculture)를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공동체 텃밭 구역 외, 자체적으로 생태가 유지될 때까지 이해

관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수원과 견과나무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림 Ⅲ-18).34) 위에서 설명한 선양건축대학교 캠퍼스보다 더욱 ‘도시성’이 강

한 P-Patch 시스템에 속해있는 BFF는 제퍼슨 도시공원(Jefferson Park)의 

한 축에 계획되어 현재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고 확장 계획 승인 후 두 번

째 단계를 진행 중이다.35) 

마이어가 설명한 외관의 퍼포먼스라는 차원에서 BFF는 정원과 같은 입구

의 구성과 오솔길 조성, 그리고 수목원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과수 식재가 

도드라진다.  BFF 입구의 초화로 꾸며진 작은 언덕을 오르며 펼쳐지는 모습

은 나사우어가 설명한 지속가능한 경관의 필수요소 중 주변 환경과 연관성

을 가진 외관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공동체 활동이 잦아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제퍼슨 공원과 정원이 딸린 개인 주택 위주의 주거지 사이에서 BFF

는 완충 경관으로 기능한다(그림 Ⅲ-19, Ⅲ-20). 텃밭 뒤로 우거진 과수는 

익숙한 가로수 위주의 주거지역 식재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갖가지 색으로 변화하는 과육과 잎사귀 역시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지역 경관에 미적 영감을 제공한다. 

BFF의 경관은 환경적·생태적 지속가능성 외에 도시농업이라는 도시 문화

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데, 경관의 감상자는 외관에 드러나는 퍼마컬처의 

요소–식용 가능한 초화류, 관목류와 과수–를 통해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으

로 감상하게 된다. 특히 마이어가 ‘지속의 미학’을 통해 주장하는 “경험에서 

비롯된 지속가능한 실천이라는 경관의 작용(landscape agency)”은 설계의 

34) 퍼마컬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데이비드 홈그렌(David Holmgren) 

(2014) 『퍼머컬처: 지속가능성을 넘어서는 원리와 경로』이현숙, 신보연 옮김. 파주: 보

림출판사. 원제 Permaculture, Principles & Pathways Beyond Sustainability. Victoria, 

AU: Holmgren Design Services, 2002.
35) Beacon Food Forest (2017) “Phase 2,” http://beaconfoodforest.org/ (Last accessed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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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Beacon Food Forest 위치 및 모습. 출처: 구글 어스

그림 Ⅲ-20 Beacon Food Forest 초입. 

출처: Madeline Reddington, Arcade Online. 

http://arcadenw.org/article/food-forest-in-the-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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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과 퍼마컬처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BFF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36) 

BFF와 같은 지속가능한 경관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관에서 외관의 퍼포먼스는 경관의 미적 경험을 일으키도록 촉매의 

역할을 하는 행위자 또는 동인(agent)과 같은 역할을 지닌다. 지속하는 미를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의 기능을 넘어 직접 작용의 주체로 설정되어지는 것

이다. 경관 경험에서 외관의 힘은 직접적이며 따라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BFF가 도시농업계의 주목을 받는 

데는 경관의 미적 경험을 통해 내재된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경관의 미적 차원을 추구함으로서 공동체의 자발적인 문화적 지속가능성 노

력으로 이어지는 등, 지속가능성의 여러 차원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36) Meyer (201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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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Ⅲ장에서 설명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

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이 경관 감상자 즉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다.3)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감상자 개개인에서 일어나기 때문

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이 공감각과 경관의 실재(実在)의 경험이라는 관점, 문화의 혼종적 

경험이라는 관점, 그리고 감상자가 경관과 동화되는 경험이라는 관점을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각 관점은 연관된 이론 또는 학문 분야를 통해 심

층 탐구가 가능하다.4) 관점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나, 마지

막 절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과 미적-도덕적 판단 간의 관계를 구

축하는 데 수렴된다. 

1절에서는 도시농업 경관에서 일어나는 주 행위인 노동과 여가가 공감각

을 통한 경관 실재의 경험(experience of the reality)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의 설명을 통해 탐구한다.5) 시각보다 보

다 직접적인 감각을 불러들이는 촉각과 장소서 확립에 기여하는 후각과 청

3) Ⅳ장에서는 두 개의 도시농업 사례를 통해 해석을 전개한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 

중 일상성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보편적이고 일상의 한 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활

용한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강감찬 친환경 도시텃밭’과 ‘낙성대 도시농업체험학습

장’에서 직접 관찰을 통해 경관 경험의 사례를 발굴했다. 낙성대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도시농업 사례는 지리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도시농업 경관의 여러 가지 경험에 풍부한 사례를 제공한다. 
4) 본 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철학이 맞물리며 동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혼잡함을 초래할 우려

가 있으나, 보편적 경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주관적이라는 점과 4절에서 수렴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각 절마다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경험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경관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5) 투안은 시각과 청각은 간접적인 경관 경험을 생산하며, 이는 경관 추상 또는 허상

(illusion)의 감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섭취 행위 등 촉각은 가장 신뢰가 가능 

감각이다. 접촉 행위는 만짐과 동시에 만져지는 것이며, 이는 상호 인식과 동시에 상호 

파괴가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가장 실재(reality)에 가까운 감각이다. 따라서 촉각 등 공감

각을 통한 경관 감상은 경관 실재의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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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험이 경관의 총체적 경험에 대한 기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경관이 도시 문화와 농업 문화, 그리고 정원 문화가 공존하며 문화의 혼종

적(hybrid) 경험을 유도하는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서술을 통해 미적-도

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길을 모색한다. 3절에서는 도시 경관의 미적 경험

을 통한 경관 감상자와 경관의 갖는 관계를 설명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농사 행위가 행위 주체와 도시·자연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도시

농업 경험의 본질과 도시농업을 통해 경관 감상자의 시간과 경관의 시간이 

동화되며 일어나는 탈-인간중심적(post-anthropocentric)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수렴하여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이 

미적-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일련의 시스템을 파악한

다. 이를 통해 경관 감상자의 경관에 대한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한다. 본 장에서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

험이 갖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우선하고, 다음 장의 결론을 통해 오늘날 

도시농업에서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려할 수 있는 위한 대안적 시각과 방법

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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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각과 경관의 실재

한국과 같이 식량 확보가 크게 어렵지 않은 국가에서 대다수 도시농업 경

관은 여가 경관, 특히 자발적 노동을 통한 여가의 경관이다. 서동주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도시농업이 가져오는 기능(예컨대 환경적 기능) 증진”보다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지며, 도시농업에는 여가성

(leisure value)이 함의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6) 해외 선진 도시농업 사

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심지에서 농업을 생활의 일부로 영위”하는 행위

가 모두 도시농업의 여가적 측면에 기인했다는 것이다.7)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여가와 노동은 모두  경관 감상자를 경

관 내에 두는 행위로, 자신의 신체마저도 환경의 일부로 보는 환경미학의 

탈중심적 사고와 연관성을 가진다.8) 도시농업 경관에 함축된 여가 노동은 

보다 직접적인 경관의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시각 외

에도 촉각, 후각, 청각 등 공감각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도시농업과 섭취 행위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경관의 경험이 

보다 구체적인 경관 인식으로 이어진다. 

공감각을 통한 경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의 촉각미(tangible aesthetics)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촉각미를 

시각의 연장으로 보고, 보다 직접적인 미의 감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점에서 19세기 영국 화가 존 콘스타블(John Constable)의 풍경화는 촉각

의 풍경으로, 촉감의 연상이 시각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사례이다.9) 촉각

6) 서동주 (2014) 「도시농업의 여가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

원, p.9.
7) Ibid. p.10. 
8)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경관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경관을 탐구한다. 따라서 대다수 

도시농업 사례에서 경작자와 기타 경관 감상자 모두 도시농업을 경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도시농업을 경관으로 인지하

지 못한다면 일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9) Ibid. p.43. 재인용, Robert Hughes (1976) “When God Was an Englishma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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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lity) 또는 촉각미는 근접 감각이며 시각 중심의 기존 미학에서 미처 다

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10) 촉각은 우리가 세계를 관측할 뿐 아

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주체임을 상기시켜주는 감각이다. 우리가 물리적 

환경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공감각

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데에는 촉각을 통한 시각의 구체화 및 실체화, 그리

고 이를 통한 연상 작용과 상상(imagination)의 역할이 크다.11) 따라서 접근 

가능한(accessible) 자연의 재현이자 도시 경관인 도시농업 경관은 촉각미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되며, 구현된 실체를 가진 도시적 삶에 근접한 경관으

로 자리매김한다.

또 다른 근접 감각 요소는 냄새와 소리이다. 슈퍼마켓에서 익숙하게 맡을 

수 있는 작물의 풀내음, 경작하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걸어가는 비경작자들

의 발소리는 모두 도시농업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냄새의 직접성

(directness)과 당면성(immediacy)이 시각의 추상적이고(abstractive) 구성적 

성향(compositional proclivities)과 예리한 대조를 이루며 입체적인 공감각을 

가능하게 한다. 발 밑 마른 경작물이 밟히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사람 소리

가 어우러짐으로써 경관은 광경(spectacle)에서 벗어나 형이하학적 또는 물

리적(physical) 실재로 인식된다. 

또한 촉각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강을 통한 섭취 감각이 갖는 역할을 려

할 필요가 있다. 식용 작물을 재배한다는 점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섭취 행

위와 긴밀하게 연결된 경관이다. 섭취는 예민한 감각기관인 구강을 통해 실

체가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되며, 따라서 섭취 감각은 경관의 요소와 경관 

감상자가 동질화(homogenize)되는 결과를 낳는다.12) 비단 식용 목적이 아니

고 직접 경작자가 아니더라도 익숙한 식용 작물의 향연은 섭취 행위의 연상

107. p.56. 
10) Yi-fu Tuan (1993) Passing Strange and Wonderful, Washington D.C.: Island Press. 

p.35. 
11) Ibid. p.43. 
12) Ibid. p.46. 



- 79 -

그림 Ⅳ-1 서울 관악구 낙성대텃밭 모습. 출처: 필자 촬영.

(聯想)을 일으키며, 이는 경관 감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외관의 

퍼포먼스, 또는 작용이다. 즉, 도시농업 경관의 공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등 경관 감상자와 경관의 근접함에서 유래된 감각뿐 아니라 촉각과 섭취라

는 연상을 일으키는 감각에서 오는 공감각이다. 공감각을 통한 경관의 경험

은 물리적 체험으로 이어지며, 도시농업 경관을 포함한 도시 환경의 인식으

로까지 연결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공감각과 경관 경험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서울대 관악구 관악산에 위치한 낙성대공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낙

성대텃밭을 끼고 있다.15) 관악산은 높이 632m의 제34호 도시자연공원으로

서, 인접한 삼성산, 호암산과 함께 복잡하게 연결된 등산로 및 둘레길을 공

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700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는 대표적인 경관 향유

지이다.16) 또한 관악산은 웅장한 산세를 가진 전형적인 숭고한 경관

(sublime landscape)에 속하며 등산이라는 비일상적 행위를 통해 향유 가능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농업 홈페이지. https://www.gwanak.go.kr/html/2016cityFram/i 

ndex.html (최근 접속: 2017/11/13)
16) 강문석 (2016) 「인터넷 사진을 활용한 자연공원 경관자원 분포 및 특성 분석」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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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서울 관악구 낙성대텃밭 전경. 출처: 필자 촬영.

한 광경이기도 하다.

반면 낙성대텃밭은 도시농업 경관으로서 공감각적-미적 경험을 통해 관

악산, 낙성대공원 등과 구분되는 고유의 장소성을 지닌다. 직각으로 구획된 

텃밭을 가득 메우는 배추, 상추, 파와 기타 텃밭 작물은 무릎까지 오는 낮은 

녹지를 형성하며 경관 감상자의 근접 감상을 부추긴다(그림 Ⅳ-1, Ⅳ-2). 

저녁상에서 또는 슈퍼마켓에서 익숙하게 맡아 온 작물의 풀냄새와 눈으로 쉽

게 구분이 가는 작물의 형태 및 종류는 경관 감상자에게 일상적 경관으로 인

식되며 도시농업 경관을 일상적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있는 그대로, 고유의 성질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농촌 경관이나 목가적 이상의 재현과 달리 경관 감상자와 동일한 시

공간을 가진 세계에 함께 존재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리하자면, 낙성대텃밭에서는 일상의 도시적 경관으로서 공감각을 통한 

강한 연상 작용을 통해 추상적 자연에서 벗어나고 경관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

다.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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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 혼종적 경험

경관의 혼종적(hybrid) 경험이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여러 요소가 공존

하는 것을 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관심성과 고찰, 거리두기와 집중과 같

이 동질성을 중심으로 추론을 통해 미적 평가로 이어지는 칸트적 미학과 달

리 환경미학의 공감각에 대한 연구는 혼종적 경관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알무트 지르쿠(Almut Jirku)는 베를린 바르님 프로젝트(Berliner Barnim 

Project)에 빗대어 도시농업이 제2의 자연에 제3의 자연을 더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17) 변형된 자연, 문화적 자연, 또는 제2의 자연의 일종인 농업 경

관에 제3의 자연으로 칭해지는 정원을 더함으로서 자연적 프로세스와 기능

을 갖춘 미적 경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18) 또는, 제2의 자연

인 도시 경관에 구체적인 형식 또는 구성을 가진 정원이라는 제3의 자연을 

삽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농업 경관은 물리적 또

는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의 혼재이다. 따라

서 복잡한 문화의 경관 경험 또는 혼종적 경험을 일어난다. 

경관의 경험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장소 특정성에 집중하는 것은 Ⅱ장에서 

설명한 농촌 경관 또는 목가적 이상이라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근대주의적 토지의 단일용도 구역화는 도시의 혼잡함과 목가적 

이상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조경가 제임스 코너(James Corner)

는 지난 세기 대부분 경관 개념은 그것이 노스탤지어 때문인지, 소비적 목

17) Almut Jirku (2007) “Adding Third Nature to Second Natur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1), pp.50-63.
18) 여기서 제2의 자연이란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Cicero)가 말한 제2의 자연(second 

nature)을 의미한다. 조경사학자 존 딕슨 헌트(John Dixon Hunt)는 키케로의 자연 개념

이 르네상스 시기 야코포 본파디오(Jacopo Bonfadio)가 정원에 관해 ‘제 3의 자연’이라고 

지칭하게 된 계기라고 보고 있다. 다음 참조: John Dixon Hunt (2000)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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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때문인지, 또는 환경주의자의 의제에 따른 것인지 몰라도 픽처레스크와 

목가적 풍경에 머물러왔다고 비판한다.19) 그는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경

관을 만들어낼 의지와 욕망의 상실”이 “문화가 상실된(cultureless)” 자연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평한다.20) 

이와 같은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은 제2의 자연과 제3의 자연이 공존하

는 혼종적인 문화적 자연의 경험을 생산한다. 경관 감상자가 깨끗하게 구획

되고 단일 용도를 지닌 경관에 익숙하더라도,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장소 특정성을 징검다리 

삼아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서로 

반대편에 놓여있던 도시와 농업을 개념적 또는 물리적으로 병치하고 있는 

도시농업 경관의 본질에 혼종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요소의 익숙하지 않은 병치는 감각적 체험을 거쳐 경관의 미적 경

험으로 이어진다.21) 투안은 이처럼 ‘이상하게 친숙한’ 경관 경험은 미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의식을 통해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22) 마이어 또한 ‘이상하게 친숙한 미’가 새로운 감각을 통해 참신

한 경험으로 인식가능하며, 이와 같은 외관의 퍼포먼스가 설계에서 하나의 

지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23) 요약하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장소성으로 직결된다. 

베를린 바르님의 설계 공모전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것은 주어진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의 유효성이다(그림 Ⅳ-3).24) 철탑과 물탱크 등 도시

19) James Corner (1999) “Recovering Landscape as a Cultural Practice,” in James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rinceton, NJ: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8.
20) Ibid. p.2. 
21) Yi-Fu Tuan (2007) 공간과 장소. 구동회, 심승희 역. 서울: 대윤(도). 원제 Space and 

Place, 1977. 
22) Ibid.
23) Elizabeth K. Meyer (2009) “Slow Landscapes,” Harvard Design Magazine 31. 

pp.22-31, 157.
24) Jirku (2007)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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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베를린 바르님 구트 팔켄베르크(Gut Falkenberg) 지역 전경.

출처: Jirku (2007) p.59.

그림 Ⅳ-4 서울 관악구 낙성대텃밭 모습. 출처: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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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은 19세기 정원의 조각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낙성대텃밭 뒤로 보이는 연구 단지와 각종 유리 건

물은 도시농업 경관에서 서울의 동시대성이라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기제

의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Ⅳ-4).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장소성와 시

대성를 동시에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이며, 또한 경관의 세부적인 요소

에 대한 평가 이전에 일어나는 통합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농업 경관은 필연적으로 장소 특정적이며, 

특히 도시농업 경관은 ‘미와 기능의 공생’이라는 점에서 도시 조직에 중첩되

어 내재된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문화적 장으로 

기능한다.25) 역사문화의 혼재는 도시농업 경관의 경험에 고유성을 부과하는

데, 이는 곧 도시농업 경관의 경험이 방법론의 차원을 넘어 내포된 의미와 

표현방법까지도 기존의 제2의 자연에서 남은 흔적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여기서 흔적이란 역사적 또는 문화적 잔재뿐 아니라 동시대의 상

황을 드러내는 지표까지 포함된다. 

25) Weilacher (201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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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과 감상자의 동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문화의 혼종적 경험

의 일종으로, 경관 감상자의 시대성와 장소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시대란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시

간의 범주를 의미한다. 한 시대를 공유한다는 인식은 감각적으로 또는 무의

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며, 시대정신(zeitgeist) 등으로 표현된다. 

현대(contemporary)의 시대성 또는 시대정신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어떤 지표 또는 표상을 통해 현대적 감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시

간의 흐름이 전제된 상황에서 감각적 지표 또는 표상으로부터 시대를 연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관이 흐르는 시간에 함께 속해 있다는 무의식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사회의 동시대성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희정과 조미경은 도시농업공원의 긍정적 효과에서 시간성을 표현하는 

소재로서 도시농업 경관의 유용성을 주장한다.26) 시간 흐름의 경험은 무상

함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 감상자에게도 유의미하다. 중세 미술사

부터 현재까지 회자되는 구절인 Memento Mori(죽음의 상징)과 인생의 덧

없음과 무상함,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Vanitas Vanitatum (허영의 극) 개

념은 예술의 미적 요소 중에서도 일상과 밀접한 요소로 표현된다(그림 Ⅳ

-5). 르네상스 시기 정물화는 필연적 죽음과 인간 속세의 덧없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장르로, 일상적 요소인 잘린 과일이나 거울 등 상징적으로 또는 

외관에 드러나는 노후함을 통해 무상함을 은유했다. 이는 무상함과 시간의 

흐름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에 해당

된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 

이에 대해 사이토는 노후함이 외관에 드러나는 대상은 “우리의 존재를 포

함한 모든 것의 비영구성을 상기시켜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도시농업 

26) 윤희정·조미경 (2012)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도시농업공원의 발전 가

능성」『농촌계획』 18(2),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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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Pieter Claesz, <Still Life with a Skull and a Writing Quill> 

1623. Oil on Wood.

소장처: Metropolitan Museum of Art. 

경관의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시간의 순환적인 흐름은 생태라는 큰 틀 안에

서 개체의 위치와 다른 개체와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상기시킨다. 

즉, 경관의 시간성은 삶과 죽음, 그리고 나아가 존재론적 철학적 고찰로도 

발전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 경관은 도시와 농업이라는 ‘문화’, 

그리고 공동체성이 공존하는 문화의 혼종적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이상한 

친숙함’에 기반하고 있다. 익숙한 요소를 색다른 방식으로 관련 짓는 경관은 

‘이상하게 친숙한’ 미를 자아내며, 이는 ‘친밀한 장소 경험’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투안에 따르면 ‘친밀한’ 경험은 시간의 경과를 통해 경관을 장소

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한다.27) 또한 지속의 미학 논의에서 마이어는 시간성

의 미적 경험을 외관의 수행이 단편적인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의미를 생산하는 기제로 보고 있다.28) 일상의 중첩 또는 경관 요소의 참신

한 병치에서 비롯된 미적 경험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경관의 특성과 그 안

27) Tuan (2007) p.124.
28) Meyer (200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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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재된 작동 기제를 파악함으로서 경관이 작동하는 시공간을 이해하도록 

경관 감상자를 유도한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은 나아가 

경관을 환경으로서 이해하고 시공간적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

은 이때 시간 흐름의 인식이란 어떤 대상에 얽힌 시간을 발견하는 것이 아

닌, 경관 감상자 자신이 포함된 환경에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 Bollnow)는 인간이 인식하는 

공간의 중심에 신체가 있으며, 그 신체 역시 인식 가능한 공간의 일부임을 

주장하기도 했다.29) 이 맥락에서 경관 감상자가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은 자

기 신체의 시간과 환경의 시간 흐름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미적 경험은 경관 감상자의 신체적 시간 흐름과 환경의 시간 흐름 간의 관

계성을 부여하며 동화(assimilation) 현상을 촉진시킨다. 

경관과 환경,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한데 엮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환

경 현상학자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상학자 케네스 리버만(Kenneth 

Liberman)은 환경 철학의 현상학적 해석을 시도하며 자연의 요소와 대면했

을 때 우리[인간]와 토양(earth)과의 관계가 상호신체적(intercorporeal)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신체와 토양은 명확하게 관계 지어지고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견고해 보이는 경계를 뚫고 무언가를 주고

받는 관계에 있으며, 접촉을 통해 소통한다. 이에 대해 리버만은 메를로-퐁

티 현상학의 살(flesh) 개념을 빌려 경관을 마주친 신체의 경험이 일어나는 

29) Otto F. Bollnow (2011)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제 Mensch 

und Raum, 1963.  
30) 여기서 토지(earth)란 지구를 덮고 있는 지각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environment) 또는 경관(landscape)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Kenneth Liberman (2007) 

“An Inquiry into the Intercorporeal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in 

Suzanne L. Cataldi and William S. Hamrick eds. Merleau-Ponty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Albany, NY: SUNY Press, p.44. ; ‘상호신체적(intercorporeality)’의 용어는 

기존 연구에서 참고. 오영진 (2013) 「거울신경세포와 서정의 원리」『한국언어문화』50,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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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설명한다.31) 

토양의 살의 접촉을 보기 위해 감상자의 피부는 그 자신으로부터 뛰쳐나

가며, 동시에 세계의 살은 감상자의 신체를 포함하게 된다.32) 이 동화 과정

은 쾌를 불러오는 미적 경험이며, 반드시 시간 경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연의 시간성이 도시의 시간성을 관통(penetrate)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화 작용은 자연으로 깊숙이 신체를 집어넣는 행위를 필요로 한

다.33) 도시농업 경관의 경우 도시와 자연의 지표-또는 일반적으로 자연에 

속한 것이라 인식되는 녹음(greenery)-가 공존하기 때문에 리버만이 언급하

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의식 없이도 경관 감상자가 경관과의 동화를 경험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문화적 자연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며 일상에서 무

의식적으로 지속적인 동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더해, 농업 경관에 내재된 기르는 행위와 시간의 직접적인 경험을 

연결 지을 수도 있다.34) 캐롤 빅우드(Carol Bigwood)는 농업 행위의 중심

에 가꾸고 기르며 키우는, 생산 행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인간의 본성

이 있다고 설명한다. 작물 등을 키우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중심적

(body-oriented)이며 동물적 감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자연과의 협력을 통

해 일어난다.35) 현대의 대농경영과 달리 소규모 경작은 상호신체적 공감 행

3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살 개념에 관한 개괄적 설명은 다음을 참조. Pierre Thévenaz 

(2011)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김동규 역. 서울: 그린비. 원

제 De Husserl à Merleau-Ponty. Paris: Éditions de la Baconnière, 1966. ; 최재식 

(2009) 「신체개념을 통한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후설 현상학 연구」『철학과 현상학 연

구』 40, pp.1-33. ; Donald A. Landes (2015) “Between Sensibility and 

Understanding: Kant and Merleau-Ponty and the Critique of Reason,” The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29(3), pp.335-345. 
32) Ibid. p.43. 
33) Ibid. p.45. 여기서 자연의 시간성이란 제1의 자연(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아닌, 

도시적이지 않은 자연을 일컫는다. “Natural temporeality that develops from our 

engagement with that place, a temporeality we do not create but receive.” 
34) Carol Bigwood (2007) “Logos of our Eco in the Feminine,” in Suzanne L. Cataldi 

and William S. Hamrick eds. Merleau-Ponty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Albany, 

NY: SUNY Press,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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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일종이다. 여기서 공감 행위는 식물 등 다른 개체로 이루어진 환경의 

작동 방식을 이해함으로서 일어나며, 이는 곧 경관과 감상자 간의 동화 작

용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촉감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기

관을 통해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경험 또는 경관에 대한 다양한 이

해를 통합적으로 보는 행위의 결과이다. 경관 감상자에게 푸릇푸릇하게 올

라오는 잎사귀는 시각적 만족감을 선사하며 코끝을 찌르는 배추 향은 김장

철을 연상시킨다. 이 때 목구멍으로는 익숙한 절인배추의 맛이 맴돈다. 한편 

경관은 작물이 익어가는 시간의 느린 흐름 안으로 감상자를 끌어당긴다. 고

요하게 생의 마감을 향해 자라나는 작물의 모습은 그로 인해 삶을 유지하는 

감상자의 삶과 교차되며 감각을 주고받는다.

본 절에서 설명한 경관의 미적 경험에서 동화 현상은 앞서 설명한 노동, 

공감각, 그리고 시대성과 장소성을 넘어 감상자의 경관에 대한 미적-도덕적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제이다. 경관의 실재 경험(1절)과 문화

의 혼종적 경험(2절)은 경관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반면, 동

화 작용 또는 동화의 감각은 기존의 감상자-경관 간의 관계를 해체시키며 

탈중심적 사고방식을 불러들인다. 도시농업의 미적 경험은 기존 미학의 테

제인 주체-객체 관계를 해체시킴으로서 감상자의 경관에 대한 미적-도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35) Ibid.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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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과 미적-도덕적 판단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일상의 경험이자, 장소에 대한 경험이자, 또

는 ‘지속가능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에 대한 경험이다. 여기서 도덕적

으로 올바른 것인 ‘지속가능성’과 도시농업의 연관성은 필연적으로 감상자의 

도덕적 판단을 일으키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의 미적 경험이 경험자

가 지닌 미적 기준에 따른 무의식적 판단을 불러들이고, 이런 미적 기준은 

도덕적 기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적 경험이 미적-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경관의 감각적 또는 미적 경험은 감상자의 판단 

행위를 불러들인다. 

경관의 경험에서 일상 미학이 중요한 이유는 미적 경험이 미적-도덕적 판

단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상으로, 이 일련의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어 

경험자인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침투해 삶의 가치 판단까지 이어지기 때문

이다. 또한 사이토는 미적 경험과 미적-도덕적 판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에 앞서, 좋은 사회란 인권, 자유,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36) 미적-도덕적 판단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well-being)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도 돌보아지고 있다는 

어떤 형태를 가진(tangible) 표식(indication)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의 미적 경험은 미적-도덕적 판단 과정을 거

쳐 경관 감상자의 일상적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설이다. 이를 위해 경관의 미적 형태 또는 외관을 통해 경관의 의미를 표현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며, 경관의 미적 형태 또는 외관은, 궁극적으

로, 경관 감상자로 하여금 경관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37) 경관의 가치 판단

이 미적-도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객관적 근거가 아닌 미적 근거를 필

36) Saito (2007) p.143. 
37) 여기서 경관은 물리적 외관뿐 아닐 감각된 실재와 경관을 일구어낸 행위 및 문화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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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서울 관악구 강감찬텃밭 모습. 출처: 필자 촬영.

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경관뿐 아니라 ‘도시농업’이라

는 문화적 행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Ⅱ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도시농업 담론 및 설계는 사회적·생태적 가치를 주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수요 충족에 치중한 나머지 도

시농업이 도시 경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과 경관의 미적 경험이 도시농

업 경관뿐 아니라 도시농업 행위에 대한 감상자 개개인의 가치 판단으로 이

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경우 기존 공원 부지에 도시농업 행위를 

위한 효율적인-직각 구성과 땅을 파낸 구릉으로 구획된 생산성을 최우선시

한-공간을 삽입하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잦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대 관

악구의 강감찬텃밭을 들 수 있는데, 한 구좌 당 10㎡ 면적을 가진 500구좌

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농업 공간이다(그림 Ⅳ-6)38) 강감찬텃밭은 관악구

38)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농업 홈페이지. https://www.gwanak.go.kr/html/2016cityFram/ 

index.html (최근 접속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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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하는 텃밭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사례로서 총 10,760㎡에 달하

는 텃밭 공간과 텃밭지원을 위한 쉼터 등 부수적인 공간 등 그 자체만으로

도 거대한 농업 경관을 이룬다. 비록 관악산과 주변 건물로 인해 위요감을 

지니고 일반적인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비경작자인 일반 경관 감상

자에게도 눈에 띄는 공간이다. 

강감찬텃밭을 도시농업 경관으로 본다면, 본 경관을 ‘도시’라는 장소에서 

‘농업’ 행위가 일어난다는, 분리된 개념의 우연적 병치에 불과하다. 농촌 경

관의 재현은 감상자에게 도시에서 농업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본 농업 행위가 부득이하게 도시 안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실상 농촌에서 또는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 상

황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도시농

업의 본질적 가치는 상실되며, 직접 경작자가 아닌 경관 감상자에게 본 경

관을 지속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상황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39) 미적 고려가 없더라도 도시농업 경관이 가져오는 녹

지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현재 도시농업 담론에서 끊임없

이 주장하는 도시농업 지속의 근거이다.40)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인더스트리

얼 도시에서 벌어지는 대안적 공간 사용의 상징으로서 도시농업을 조망하기

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의 상업화가 비상업적 가치의 이상에 대한 집착

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41) 

보편적인 관점에서, 도시농업이 가진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감된다면 도시

39) 박희석·양승희 (2012)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서울경제』 6월호. pp.29-40. 
40) 김태곤 (2012b)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pp.11-13. 
41) Christopher Mayes (2014) “An Agrarian Imaginary in Urban Life: Cultivating 

Virtues and Vices Through a Conflicted History,” Journal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Ethics 27, pp.26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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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활성화 및 확장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 경관의 공공성은 장려되어

야 할 의제인데 반해 도시농업과 같은 사유성과 공공성이 뒤섞인 경관은 공

공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과 사

유재산의 경계 위에서 어느 한계점을 넘는 순간 비경작자와 경작자 간의 공

공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서 경관의 미적 경험이 갖는 중요성은, 

사이토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미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개체 또는 환경에 

내재된 도덕적 성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무언가를 미적으로 경험하고, 감상

하고, 비판하기 때문이다.42) 즉, 비경작자와 경작자 간의 공공성 문제는 도

시농업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또는 공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며, 이 판단의 기준은 경관을 통한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 있다. 

미적-도덕적 판단을 통한 경관 작용 고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드러낸다. 

먼저 외관을 비롯한 경관의 미적 경험을 통해 공공성을 함축할 수 있으며, 

이처럼 발현된 공공성은 도시농업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경관의 미적 경험은 이와 같은 경관

의 미적 경험이 공공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경관과 

감상자가 동화되며 탈중심적 사고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직접 경

작을 하지 않더라도 경관 외관의 경험이 충분히 유의미한 경험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3)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도시농업 경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경관의 문

화적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에서 생성된-

즉 유도된 긍정적 담론 안에서 이루어진-도시농업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도

시 문화로서 정착하고 또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

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세계 사회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적

42) Saito (2007) p.206.
43) 경관의 미적 경험에서 외관의 작용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K. 마이어의 글 전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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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농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

만으로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즉, 경관의 미적 경험은 미적-도덕

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대안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인접해 있는 도시농업 경관에서 울타리와 도구함 등의 

유지관리 및 텃밭의 상태는 경관 감상자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통

일성 없이 난잡하게 세워진 울타리와 척박한 텃밭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각을 일깨운다. 이는 정리 정돈되지 않고 더러운 것에 대한 부

정적인 감각으로 인한 것이다. 미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어진 

경관이 경관 관리자 혹은 경작자의 부실 관리 또는 게으름의 결과라는 무의

식적 연결고리를 생성한다.44) 즉, 경관 돌봄의 흔적은 경관 돌보는 자에 대

한 판단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경관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경관 

돌봄의 흔적은 외관의 평가하는 우리의 ‘미적-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경관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45) 

낙성대텃밭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해 관리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경관의 

일부이다. 이 경우 경관의 미적 경험을 통한 경관 감상자의 미적-도덕적 판

단이 더욱 비판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려한 설계 및 

경관의 유지와 관리는 경관뿐 아니라 경관의 관리자, 이용자, 그리고 경관의 

생산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공간일수록 

유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경관 돌봄의 흔적을 돌보는 자-예컨대 경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어떤 물리적 형태를 지니고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낙성

대텃밭의 경우 잘 관리된 경관은 ‘공공의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경관을 통해 도시농업에 내재된 공공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4) Saito (2007) pp.162-163. “우리의 부정적인 판단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타인 또는 공동 

소유물에 대한 무심함(indifference) 또는 무례함(disrespect)이라고 느끼는 것들에서 비롯

된다.”
45) Ibid.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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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과 문화적 지속가능성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 경관의 일종인 도시농업 경

관의 미적 경험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넘어 문화적 지속가능성, 즉 경관의 

감상자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지속가능한 경관의 미적 

경험은 지속가능성과 생태적·환경적 사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을 일으키며, 경관 및 경관 관리자에 대한 전반적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이 경관에 대한 일반적 가치 판단까지 이

어진다는 논리는 도시농업 조성에 있어 경관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역설

한다. 에를 들어, 도시농업 경관 담론에서 경관 고려의 누락은 외관과 미적 

경험, 미적 경험을 통한 경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

서 도시농업 경관의 지속가능성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경

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도시농업 경관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통한 경관

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그를 통한 경관의 미적-도덕적 평가가 긍정적

인 인식으로 이어져 결국 경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림 Ⅳ-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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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외관의 퍼포먼스를 통한 문화적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도시농업 경관

의 미적 경험은 경관과 감상자 사이에 놓인 상호 작용의 통로로 볼 수 있

다. 미적 경험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비단 도시농업뿐 아니라 아직까지 정체

성을 정립하지 못한 새로운 도시 경관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현대 도시에

서 형성되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포스트-인더스트리얼 경관 등 현

재진행으로서 아직 정의를 내리기 힘든 모호한 경관(terrain vagues)을 이해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또는 관점으로서 경관의 미적 경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나아가 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오늘날 도시 경관과 그 안

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감상자 간의 관계를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본다면 보

다 유기적인 상호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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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도시농업 경관의 다양한 기능 중 외관의 퍼포먼스로 인한 문화

적 지속가능성에 집중하여 경관의 미적 경험이 경관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궁극적으로 경관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자 했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지속가능성, 공동체문화, 공공 공간의 활용 등 

오늘날 쟁점이 되는 사회적 논의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도시농업 문화가 변

화 및 확산하며 도시 조직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의 기반시설로 자리잡아감

에 따라 도시농업 경관의 퍼포먼스-또는 경관 감상자에 미치는 영향-는 지

속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 감상자의 직접 경험을 중

심으로 경관 경험의 다양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도시

농업 경관의 문화적·공공적 가치를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다.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성과 정원 문화가 만나 실용적인 

형태를 갖춘 사례이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하

며, 나아가 공공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반면 현재 도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 경관에 주목하지 않은 경관 요소-

즉 농촌 경관 요소 또는 경작자의 무관심이 드러나는 부분 등-는 경관 감상

자의 감상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공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공공성 문

제까지 낳고 있다. 이는 경작자만이 아닌, 도시농업이 만들어낸 도시의 경관

을 향유하는 모든 이를 경관 감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클라슨(Michael Classens)은 도시와 농업의 분리를 도

시농업의 이중적 성질에 비유하며 비윤리적이고 암울한 도시의 정 반대에 

자연을 두는 행위가 오늘날 도시농업의 정치적·생태적 모호함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도시라는 맥락에서 사회와 자연의 관계성

의 가시적 형태이다.1) 그는 그동안의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오직 도시농

1) Michael Classens (2015) “The nature of urban gardens: toward a political ecology of 

urban agriculture,”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2,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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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자연적’ 요소를 오직 사회적으로 해석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한다. 이

는 도시농업 경관을 정치사회적으로 해체하는 행위로써, 경관의 실수요자인 

일반 대중의 일상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려하는 전략은 경관 감상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먼저 경관의 미적 

특징을 분류하고 그로부터 경험의 해석을 도출했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특성은 일상의 감각, 장소 특정성, 그리고 지속의 미로 분류되며, 도시농업 

경관이 외관을 통해 경관 감상자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위 특성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조합을 통해 경관에서 미적 효과를 구

성할 수 있다. 일상의 미학, 대지예술, 지속의 미학 등 여러 이론적 틀을 통

해 도시농업 경관이 도시 조직과 인접하여 일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지의 오랜 역사가 그대로 남겨져 있으며, 외관을 통해 경관 감상자와 

상호작용한다는 점 등 주요 특성을 사례로부터 도출 및 분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경관 경험을 통한 미적-도덕적 판단 과정 및 결과를 드러내기 

위한 세 가지 관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해석하였다. 먼저 촉

각 등 공감각이 경관을 추상적 자연이 아닌 실재로서 경험하게 한다는 점으

로, 근접 감각이 경관의 고유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두 번

째 관점은 문화의 혼종적 경험이다. 일상성과 장소 특정성에서 비롯한 경관

의 친숙함은 장소성으로 연결되며 일상적 경관 경험을 장소 경험으로 바꾸

어 놓는다. 마지막 관점은 경관과 감상자의 동화이다. 경관 감상자는 경관을 

통해 시간 흐름의 현상을 경험함과 동시에 살(flesh)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

화된다. 환경 동화의 경험은 경관-감상자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탈-인간중심

적 사고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은 결국 경관 감상자의 미적-도덕적 판단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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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경관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진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무의식적

으로 일어나며 해당 경관을 넘어 도시농업 또는 농업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도시농업 경관의 경우 공공적 경관이기 때문에 

그 외관의 상태는 경관 감상자에게 도시농업 경관을 넘어 도시농업 문화 자

체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공

공성 문제는 그 근간에 도시농업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또는 공

공적이지 못하다는-판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판단의 기준은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에 기인한다. 반대로, 돌봄의 흔적을 통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도시

농업 경관은 공공에 기여하는 경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경관이며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관이다. 따라서 미적 경험을 고려해 도시농업 경관

을 다루는 것은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공공성 문제에서 결정적인 해결 방안

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이론 중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은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사이토 이론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분위기(ambience)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분위기에 대한 논의는 경작자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농업뿐 아니라 개인 운영 

도시농업-화분 텃밭과 마당 텃밭 등-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범위를 확장함으로서 각 도시농업 형태 사이의 정밀

한 차이로 인한 경관 분위기의 변화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 및 도시농업 경관의 작용을 고려했을 때, 도시농업 

경관은 지속가능성과 생태적·환경적 사고를 문화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잠

재력을 지니고 있다. 시애틀 P-Patch 시스템이나 유럽의 채원 등 우수 사례

를 답습하지 않더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조경 설계 및 운영을 통해 경관 

감상자에게 그 공공적 가치가 인식될 수 있는 경관은 충분히 조성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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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을 유휴지 활용을 위

한 임시 프로그램이 아닌, 도시 경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퍼포먼스로 바라보

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도시농업은 일종의 공공 작품과도 같은 역할을 수

행하게 되며 그로 인해 문화적 행위뿐 아니라 물리적 형태 역시 중요한 기

능을 지니게 된다. 도시농업 행위의 퍼포먼스가 경작자의 직접 경험을 만들

어내는 반면, 외관의 퍼포먼스는 경작자뿐 아니라 경관의 일상적 또는 수동

적 감상자에게도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

시농업 경관의 구성 및 설계를 담당하는 조경가는 참여형 공공 작품을 구상

한 작가의 역할을, 경작자는 작품을 실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참여 관객의 

역할을 답습한다. 이처럼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에 대한 탐구는 농업 

문화를 도시 안에서 새롭게 연출하기 위해 설계와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맞

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미적 경험

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통합적 계획 및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농업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

았다는 짧은 역사와 수도 서울의 압축 고도 성장으로 인한 고밀도 개발의 

현실이 도시농업 경관이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도시농업이 비교적 소극적인 도시 경관 변

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어떤 거시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만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통한 미적-도덕적 효과를 통해 설명했듯

이, 일상의 미적 경험은 무의식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기 때문에 도

시 경관을 아우르는 주요 내러티브로서 자리 잡기 이전에 담론을 구성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 

인식의 차원으로 불러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농업 경관에 대해 올바

2) Ⅲ장에서 설명한 시애틀 P-Patch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조경가와 공동체가 한 팀을 이루

어 경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도시 경관의 차원에서 도시농업 경관

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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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판단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도시농업 경관의 범위를 벗어나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

고 있는, 하지만 미처 정의되지 못한 모호한 도시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찰

하고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앞에서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

험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했으며, 일상적 도시 경관으로서 도시농업에 대

한 대안적 고찰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미적 경험 고찰을 통한 대

안적 접근 방식은 다른 경관에도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

어, 근대 산업의 기억과 현대 도시의 일상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적 경관

(industrial landscape)과 전쟁의 흔적이 일상의 이면에 남아있는 군사적 경

관(military landscape)과 같은 혼종적 경관 역시 모호한 경관(terrain 

vagues)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도시 경관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서 경관의 미적 경험에 대한 고찰이 유의미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환경미학의 이론을 통해 이와 같은 도시농업 경관을 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도시농업 담론이 도시농업의 뿌리에 있는 자연과 사회의 유동

적이고 미묘한 관계성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농업의 사회적 측면뿐 아닌 자연적·생태적·현상적 

차원을 동시에 조망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시농업 경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또는 실천 방식으로 그 유형과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현재 단계에서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도시농업 경관의 미적 

경험을 고려하는 것은 도시농업 경관을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임시방편

이 아닌 반영구적 시설로 활용하고, 도시농업이 지닌 긍정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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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today is a cultural field where the pastoral 

ideal from the romantic era and contemporaneous social phenomenon such 

as environmental movements of the 20th Century co-exist in a complex 

mixture, set in a post-industrial urban complex. For the last few decades, 

urban agriculture has been gaining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s a result, it has been subject to a diverse array of  

research in fields of ecological and social scienc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 over the effects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in terms of 

landscape experience remains nascent. Furthermore, discussion over the 

aesthetic experience of such landscape is embryonic at best. 

   This study is founded on the idea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the diversity of social, ecological, and cultural facets found 

in urban agriculture, and to utilize such potential, serious considerations for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agriculture are necessary. This study will 

interpret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today in terms of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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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also form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terrain vagues, or newly emerging landscapes that are yet to be defined. As 

a result, this study will exhibit an alternative perspective for this ongoing 

practice and also seek for ways to posit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is age of newly emerging landscapes. 

   Some see urban landscape as a branch of an ancient culture and trace 

its ever-long history. However, most urban landscape we find today have 

been formed during or in relation to industrialization in its respective 

region. The relationship to industrialization contributed to the rise in 

significance of socio-cultural aspects in urban agriculture. Such context reveals 

itself in terms of landscape characteristics.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necessarily conveys urbanit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allure of the 

pastoral ideal or the illusion of the wilderness and nature is also present.

   The aesthetic property of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can be quite 

diverse,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This study discusses the aesthetic 

properties of urban agricultural landscapes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art 

and aesthetics theories: Everyday Aesthetics, Land Art, and Sustainable 

Aesthetics. 

   Everyday quality of urban agriculture refers to the urbanity and other 

qualities unique to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such as physical closeness 

to everyday lives and elements that remind us of typical urban agriculture. 

Site-specificity, the second aesthetic property, arises when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reveals the highly developed urban landscape in juxtaposition to 

bare land and existing social communities. Simply put, site-specificity is in 

action when the layers of history is exposed in space. Instead of placing a 

new narrative,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asks the audience to find 

the narrative embedded in place. 

   The last property is the sustaining beauty and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This aesthetic property refers to the fact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urban agriculture and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reveals itself by means of performance of appearance. When an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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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landscape communicates both the sustainability idea and the 

aesthetic aspects, it is considered a model case. Awareness of the two 

aspects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Because aesthetic experience is a subjective phenomenon, one can find 

diverse ways of interpreting such experience. This study adapted three 

perspectives that can lead towards the idea of cultural sustainability in 

urban agricultural landscapes: the synaesthetics and the experience of the 

landscape in physical reality, the hybrid of cultural experiences, and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the landscape. While this is far from an 

exhaustive list, this study proposes to knit the three interpretation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and the 

phenomenon of the aesthetic-moral judgment. 

   First, some of the most typical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i.e. labor and leisure, can catalyze the experience of 

the landscape reality by means of synaesthetics. The distance between the 

landscape and the appreciator is shortened, if not terminated; as a result,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becomes a physical partner who co-exists 

in the world and shares time-space with the appreciator. Hence, the 

experience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escapes the allure of the 

abstract nature through strong associative process and instead illuminates 

the physical landscap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appreciator.

   The hybrid of cultural experiences refers to a process in which 

unfamiliar juxtaposition of familiar elements bring about the ‘strangely 

familiar’ landscape experience and form placeness as a result. In this 

perspective, the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begins 

from tracing historical and cultural marks, since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is a cultural field where historical, cultural, and ecological values 

of the respective urban tissue are intermixed. Furthermore, not onl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races but also the indexical elements of 

contemporaneous period is included in this discussion. Hence, the aesthetic 



- 112 -

experience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is an experience that recalls 

not only the past but also the contemporary zeitgeist. 

   Contemporary zeitgeist is imagined by means of index or other symbols. 

In other words, contemporariness is made aware through unconscious 

awareness over the appreciator belonging to the same time frame as the 

landscape. One can interpret this chrono-aesthetic experience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by means of phenomenological approach. Here, the 

aesthetic experience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invests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frames of the body and th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phenomenological flesh. This phenomenon catalyzes the assimilation process 

between the appreciator and the landscape. In whole, this process refers to 

the relocation of the appreciator from anthropocentric attitude to that of 

decentralization and explains the meaning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esthetic-moral judgment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The aesthetic experience of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through the 

aesthetic-moral judgment process of the appreciator, can lead to the value 

judgment of not just the landscape but also the urban agriculture itself. 

Public concern over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stems from aesthetic 

unpleasantness of the landscape. More specifically, it is becau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 unpleasantness and immorality. On the other 

hand, landscape with traces of care will be judged aesthetically and 

sensibly as morally just. As most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are on public 

lands, their contributions to the public generate reason to sustain such 

landscape. Overall, considering the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can resolve the issue over the public nature of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and also actively contribute to the cultural sustainability of th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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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ting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through the theory of 

environmental aesthetics is to observe and to understand the social, natural, 

ecological, and phenomenological dimensions of urban agriculture 

holistically. As the idea and the physical appearance of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continue to transform and to expand, considerations for the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related landscape design and policy system will 

prove to be significant in forming a foundation where various terrain 

vagues such as the urban agricultural landscape can be adapted and their 

potential fully explo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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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s, Sustainable Aesthetics, Aesthetic-Mor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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