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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인류가 처한 환경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고민하게 한다. 결국 하나의 동물인 인간에게 생존

이란 먹고사는 문제이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농업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순환형사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으로써 ‘도시농업’을 소개

한다.

 

 도시농업이란 아주 다양하게 정의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행위

라 이를 수 있다. 주로 채소류를 키우지만, 주곡생산에서 가축사육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진다. 도시행정구역에 포함된 도시근교농업도 포함되지만, 도시 시가지내에서의 농업활동도 

많이 장려해야할 대상이다.

 도시농업의 역사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길다. 농업활동으로 인해 문명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가 탄생되었다. 원래부터 도시와 농업은 하나였으나, 현대의 도시건축가들에 의해 

자꾸만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 가지는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그것

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있었던 할당채원지(Allotment), 독일의 분구원(Kleingarten)등

이 있고, 일본에는 시민농원이라는 형태로 도시농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많은 나

라들에서 도시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 세계 2억 명의 인구가 전업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기본적으로 식량생산의 기능을 통해 도시빈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된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음경감, 오염저감, 

도시 내 생쓰레기 같은 유기물질의 퇴비화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가치가 크다.

 또한 도시농업자들은 도시농업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도시농업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소일거리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농사경험을 체험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교육에 도움이 된다.

 도시농업은 위와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수

적이다. 또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의 확보도 우선되야 하고, 도시농업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NGO의 창립을 통해 해

결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도시농업의 개념, 정의, 해외 및 국내 사례가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도시농

업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 및 특징이 기술되어 있고, 그러한 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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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도시농업

 

 [녹색평론]에서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라

는 곳에는 2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도시농업을 통해 유기농업으로 채소류를 100%자급한

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올 초에 그것에 관련된 책이 번역, 출판되었다. 상상만 하던 쿠

바의 유기농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였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지구촌 환경문제 와 인류의 생존위기는 나의 관심을 도

시농업으로 이끌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 기초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1. 개요, 개념

  도시농업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한다.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설명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이 있

기도 하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① 우리에게 도시농업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보통 농사하면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

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도 그 정의가 7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무엇이라 딱

히 정의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심지어

는 옥상 등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습니다.(김종덕:2002)

  

 ② “도시농업은 최근에 생성된 개념이 아니라 도시의 오랜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으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공한지 등의 유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소규모의 작물재배

와 소규모 축산 등의 1차 산업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및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

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꾀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농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인 경제적 이익과 폐기물 처리문제

의 일부해결, 사회공동체 의식의 향상과 교육적 효과 등을 통한 도시의 인간화를 위한 모든 

노력도 도시농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최승:1988)

③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이란 도시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한다. 도

시농업은 다음의 넷으로 다시 분류된다.

 첫째. 텃밭경작이다. 자신의 집 뜰에 자가소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이다. 테라스

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는 형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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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무단점유 도시농업이다. 타인 소유의 공한지상태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를 말한다.

 셋째, 상업적 도시농업이다. 도시행정구역내에서 채소, 화훼, 가축 및 어패류 등을 상업적

으로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넷째, 취미농원이다. 합법적으로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주로 취미생활

의 일환으로 경작하는 형태이다. 영국의 割當菜園地(allotment), 독일의 小庭園

(kleingarten), 일본의 市民農園이 이러한 형태의 도시농업이다. 우리나라 주말농장이나 서

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도시텃밭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이창우)

④ “각종 환경문제가 악화되어 가는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으로 하나의 대안으

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이다.”(김수봉 외:2002)

⑤ “도시농업의 타입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할당제 시민농원, 분구원, 텃밭, 가

족농장, 주말농장, 관광농원등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주변

의 공한지를 이용한 농작물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급용의 일명 채원지라 불리며, 도시민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텃밭이라는 개념으로 전개하고자 한다.”(이영민:1997)

⑥ “In other words, Urban Agriculture is an activity that produces, processes, and 

markets food and other products on land and water in urban and peri-urban areas, 

using intensive production methods and (re-)using natural resources and urban 

wastes."(C.J. Sawio 외:2001)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농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대부분은 도시의 근교에서 

시행되나, 도시 중심부의 시가지에서도 곳곳의 빈 터를 이용해 농업행위가 가능하다. 약간

의 설명을 더 붙이자.

 

 “현재 세계에는 약 2억이나 되는 도시농가가 있는데 2005년에는 이것이 4억으로 증가하

고, 식료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15%에서 33%로 증가하며, 일상적으로 소비

되는 채소ㆍ고기ㆍ생선 등도 현재의 33%에서 50%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요시다 타로:2004)

 "With regard to numbers of people involved in UA worldwide, estimates presented 

by The Urban Agriculture Network(TUAN), a non-govermental organization(NGO), 

show that there are about 800 million people practising UA worldwide. Of these, 

200 million practise UA full-time."(C.J. Sawi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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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도시농업의 역사는 아주 길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 4대 문명

은 큰 강 및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발생했고, 그곳에서는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농업

과 도시는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1) 거시적 관점1)

   ① 발생

    인류의 경제생활양식이 수렵채취에서 집합농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농경의 최초형태

라 할 수 있는 채원이 나타났고 이어서 과수원, 약초원 등이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살게 되는 도시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하므로 도시농업은 채원의 형태로 도

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미 마야문명시대의 마야의 시에서는 시역내에서 곡식, 생선, 과일 및 채소가 생산되고 있

었다.”(이창우)

   ② 진행

    도시농업은 중세도시까지 도시민의 식량공급을 위한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

하면서 발달해 나가는데, 이는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잉여생산이 도시의 비농업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히 극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여진다. ‘루이스 멈포드’의 지적처럼 중세도시의 거주자들은 사적인 정원을 소유하고 도시 

내에서도 농촌에서와 같은 직업을 수행했고 도시의 공공녹지를 이용해 양과 소를 기르기도 

하였는데, 거리를 더럽히는 오물은 돼지와 닭의 사육으로 해결했다. 이는 이 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을 생각해볼 때, 효율적인 도시미관의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유지를 위해 도시농업은 자연적으로 발생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중세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도시 생활상의 한 단면을 구성했다.

   ③ 단절기

   과수의 재배와 가벼운 가축 등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위와 같은 도시

농업의 현상들은 기계를 도입한 최근의 자본집약적 농업행태로의 전환과 도시의 성장에 의

해 사라졌다. 

 근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도시는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해, 도시 내 농업생산의 필요

성은 상실되었고 도시 내의 작물재배는 사라져갔다. 또한 공간 확보의 문제와 감독ㆍ오물ㆍ

소음 등의 문제로 도시 내의 소규모 축산도 처음의 식량을 얻기 위한 형태에서 애완용 가축 

기르기로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여기에 도시로의 인구유입 현상에 따른 고밀도의 토지이용

과 국제주의 양식의 유행으로 인해 도시농업은 점차 사라져 갔다. ‘르 꼬르뷔지에’(프랑스 

1) 최승(1998)의 논문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대로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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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등이 주장했던 집중주의와 물리적 경관구성요소의 변화로만 도시의 미를 추구하려 

했던 도시미화운동 등이 도시농업을 사라지게 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현재에도 도시농업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전의 도시계획 발상에 따른다면 농업은 어디까지나 농촌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시가지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라는 것은 ‘르 꼬르뷔지에’가 말하는 근대도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요시다타

로:2004)

  ④ 재발생

  도시기능의 단일화와 전문화,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사라졌던 도시농업은 화석연료의 한계

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유럽에서 다시 시작되었

는데, 도시농업 재발생의 계기는 제1,2차 대전을 통한 식량난이었다. 따라서 전쟁으로 폐허

가 된 도시에서는 스스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존자들이 도시의 뒷골목과 거리

를 이용해 채소를 기르고 돼지와 염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시대의 도시농업은 영국에서 활발하게 등장했던 할당채원지와 도시축산 운

동, 그리고 독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분구원 운동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2차대전 중의 ‘Dig for Victory Campaign'을 통해 채소와 과일 소비량

의 10% 정도를 해결했고, 농무성이 1939년에 세운 Pig Keeping Council 주도로 계속된 

Urban livestock movement 가 식량공급과 전후의 지역주민의 협심으로 인한 재건을 도운 

훌륭한 성과를 보자 계속해서 닭의 사육을 권장한 Poultry Commitee 를 통해 Backyard 

Food Production Movement 가 전개되었다. 당시 BBC 방송의 'Farming & Garden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John Green이 창시한 ’Back to the Land Club' 은 이러한 운동에 불

을 붙여, 이 영향은 캐나다, 덴마크 등에 까지 이어졌다.

 특히, 캐나다는 뱅쿠버시를 중심으로 도시내 공한지를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Plant a 

wartime Garden'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1943년 31,000톤에 이르는 야채와 과일을 생산해

냈는데, 이는 1979년의 가격으로 2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분구원의 형태로 도시농업이 재발생되었는데 1930

년대에 주로 도시빈민의 보건을 위한 스포츠와 여가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발달되었

다. 제 1, 2차 대전을 통한 식량생산과 주택난 해결의 효과를 내었으나 나치즘하의 국민체

력 향상운동의 ...으로 도시의 식량공급보다는 스포츠와 여가 측면에서의 기능이 강조되었

다.

⑤ 현대

 제 1, 2차 대전이 끝난 후,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지극히 현저하게 이룩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도시내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

고 노년층의 사회참여 및 여가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전후 상당한 유행을 보였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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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대 도시의 고민인 도시내 폐열과 폐기물의 처리대책 효과도 인정되어 도시내에 버

려지는 낙엽과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의 비옥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가 화학비료의 사용에 기

인한 ..방지대책으로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관찰과 학습기회가 결여되기 쉬운 

도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이미 식량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점보다 높

은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으로 최승의 논문에서 발췌한 거시적 관점에서 본 도시농업의 역사였다. 좀더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보자.

(2) 미시적 관점2)

 ① 도시농업이 주목받은 1970년대

  도시농업에 관련된 최초의 국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070년대 중반 즈음의 일이다.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프랑스의 NG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도시의 식량자

급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는데, 1970년부터 1974년까지 4년 동안 채소는 

3~4배, 쌀은 17배나 생산량이 증대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도 NGO가 자급채소와 

가축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례에는 유니세프와 세계은행

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도 유엔기관과 국제NGO의 영향을 받아 도시

농업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충분한 지원체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탓도 있어서 모든 프로젝

트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해도 영속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가뭄 같은 기상재해와 경제위기를 겪는 지

역에서 특이하게 행해지는 농업‘이라고 간주되어 일부의 전문가를 빼고는 대부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일반적인 관심도 일으키지 못했다.

②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1980년대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쯤 유엔대학에 의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자 종전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한다. 조사는 유럽ㆍ라틴아메리카ㆍ아프리카ㆍ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실시

되었는데, 시 구역의 60%이상이 농지인 도시, 시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도시, 채

소와 가축을 100% 자급하고 또한 다른 도시와 농촌에 수출하는 도시 등 점점 예기치 않은 

사례가 모여 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결과 도시농업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밝혀졌

다.

 첫째, 난민의 형태로 농촌에서 아주 최근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둘째, 돈을 가진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도시의 모든 계층의 시민이 종사하고 있다.

2) 요시타 타로(2004:294~296)가 쓴 책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에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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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1980년대를 통해 감소하기는커녕 매년 발전을 거듭하며 확대되고 있다.

  “경제의 악화와 환경파괴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식료품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하고 부득이하게 취한 농업형태”라는 1970년대의 도시농업은 “정착해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장기적으로 행하는 농업이며, 그것은 도시에서도 건전한 토지 

이용 형태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NGO가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지역도 아

프리카의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잠비아, 케냐를 비롯해 필리핀, 칠레 등 전 세계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③ 국제 수준에서 인지된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유엔개발계획 주관으로 미국의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5년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8개국에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도시농업

-식량생산, 고용,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자로 출간되어 앞에서 소개한 제2회 유엔인간거

주회의에서 배부되었다. 40개국에서 3천 명 이상이 참가한 ‘도시농업 지구 네트워크’도 결

성되고,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NGO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체제도 충실히 꾸려졌다.

 NGO만이 아니라 캐나다, 독일, 스웨덴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해외 원조체제를 

정비한 나라도 늘고, 유엔에서도 도시농업을 중요시한 유니세프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콜롬비아, 에리트리아, 코트디부아르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되어 1980년대에는 전부 합쳐 겨우 다섯 차례 열렸던 도시농업 관계 

국제회의가 1990년대에 들어서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2년의 유엔환경 세계정상회의, 

1994년의 맨체스터 포럼, 1996년의 세계 미래사회 회의와 같은 많은 국제회의에서 도시농

업이 주요주제로 취급되었다. 

 이 정도로 도시농업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마쳐야겠다. 다음으로 도시농업에서 재배되는 

작물과 사육되는 동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3. 재배작물 및 사육가축의 종류

 도시농업은 농촌농업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물과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기초적으로는 채

소류가 주를 이루고, 더불어 과일, 곡식으로 까지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 돼지, 닭, 오리 등

의 가축 사육 및 민물고기 양식도 가능하다.

 

 ① 재배작물 : 배추, 상추, 오이, 가지, 무, 고추, 대파, 부추, 콩, 감자, 당근, 쌀 등

 ② 사육가축 : 돼지, 염소, 양, 닭, 오리, 식용 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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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로운 점 및 특색

  1987년에 나온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는 “도

시농업은 도시개발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공급을 늘릴 수 

있다. ...... 게다가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녹지공간을 늘리며, 도시의 음

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도 재활용한다”라고 도시농업의 이점에 대

해서 기술하고 있다. 

 

 특색에 대해 살펴보자.3)

  ①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므로 일반적인 농업과 비교해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이며 생산선이 

대단히 높다.

  ② 수송과 유통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의 생산

에 적합하다.

  ③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가축, 특히 가금류와 토끼 같은 작은 가축의 사육이 활발하다.

  ④ 생쓰레기와 하수 등 도시 내에 풍부하지만 이용하지 않았던 유기물 자원을 활용한 생

산이 이루어진다.

  ⑤ 이 유기물들을 순환시킴으로써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위생시설의 유지비 경감과 주민의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⑥ 전업농가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텃밭으로 자급함으로써 가계를 돕고 GNP로 환산할 

수 없는 ‘참된 풍요’를 만들어 낸다.

  ⑦ 도시에서 고용 창출의 장으로도 크게 공헌한다.

  ⑧ 식료품수송에 쓰이는 에너지를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따라서 지구온난

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다른 책에 실린 중요한 점을 살펴보자.4)

 ① employment and income generation among the unemployed and low-income 

urban households

 ② provision of supplementary income to middle class workers and poorly-paid 

urban dwellers

 ③ augmenting food security of urban households too poor to have the purchasing 

power to buy the food from the market

 ④ bridging the gap between food demand of rapidly growing cities, the poor, and 

inadequate rural food production and supply systems which is often rendered 

3) 요시타 타로(2004:303)의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4) C.J. Sawio 외(2001),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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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ffective due to poor transport infrastructure

 ⑤ provision of commercial and economic investment alternative for better-off 

urban dweller who have interest in investing in intensive market gardening, meat 

and milk production in urban and peri-urban areas

 ⑥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recycle biodegradable solid wastes for composting 

for re-use as fertilizer and re-use of waste water for floriculture and urban foresty 

irrigation

 도시농업과 유기농업이 발달한 쿠바의 사례에서 유익한 점을 찾아보자.

 ① 지역 내에서 채소등 신선한 먹을거리를 생산해 주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식량위기 경감 및 식료품의 양과 질이 향상되었다.

 ② 시내에서의 식료품생산은 농촌지역에 떠맡겨져 있는 부담을 그 만큼 덜 수 있다. 그리

고 수송과 저장에 필요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③ 시민의 식생활이 육식에서 채식으로 변화하여, 시민건강향상에 기여하였다.

 ④ 고령자의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⑤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를 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 아바나에서는 2만 

6천명 즉, 아바나에서 7%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오가노포니코’는 식량위기 때 농업으로 새롭게 일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전업적으로 일하

는 집약적 농업형태이다.)

 ⑥ 식료품과 더불어 약초(Green Hurb)를 생산할 수 있다.

 ⑦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⑧ 도시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다른 논문에서도 이점을 찾아보자.

 

“도시내 농경지는 도시 미기후 및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경관유지 등 환경보전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혜택을 갖다주는 농경지의 공익기능을 고려할 때 농경지의 감소추세

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도시텃밭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 생태계의 

회복, 국토의 유효이용, 고령화 사회의 대응등 긍정적 평가를 가지므로 도시환경 개선에 다

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이영민,1997:11)

 

 이상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도시농업은 도시내 식량생산으로 인한 고용창출, 폐에너지

이용, 유기물자원의 퇴비화, 공기정화, 소음방지, 표토유실감소, 도시내 물순환 도움 등의 이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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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한 논문에서 도시농장과 도시공원의 경제성을 비교한 부분을 발췌한다.

 

<표1. 도시공원과 도시농장의 경제성 비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농장은 도시공원에 비해 효율적 경제성을 갖는다.

 따라서, 온정주의적 권위주의에 의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되는 도시공

원의, 전쟁이나 재해기간에 나타나는 관리비 부담능력의 결여로 인한 황폐화 가능성은 도시

농장에서는 극소화 된다.

 도시농장은 소규모 축산과는 달리 비교적 전문적인 축산기술이 필요하고 최소한 1명 이상

의 고정관리인이 요구되어 관리에의 투자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되는 형태

이다.”(최승:1988)

 

5. 염려되는 점

 위와 같은 이점이 있는데 반해 도시농업에서도 염려되는 점이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공한지를 무단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

을 보는 것은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도시계획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교통량이 많

은 대로변, 오염된 하천의 고수부지 및 쓰레기장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은 경작활동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생산물도 오염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

제되어야 할 터인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이창우)

 

 윗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빗물 또는 하수를 도시농업용수로 활용할 경우, 농작물과 인

간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도시농업에 존재하고 있

다.

도시공원 도시농장

비교대상(명칭)  Lisson Green Estate Playground  City Farm 1

완공일  1972.7.31  1974.7.1. 현재도 계속 개발중

경비
 ￡75,000 + 보수비용

 (Vandalism)
 ￡5,690

훼손복구 비용  약 ￡24,000  약 ￡20

복구 위한 폐쇄기간  8개월  -

1년 운영경비  ￡10,176  ￡4,200

재원  세 금  자체충당 + 기부금

규모  약 3 에이커  약 3 에이커

지역의 총아동 인구  2,500  2,500

성인의 방문  -  19,000(회)

아동의 방문  35,000(회)
 49,640(정기적) +

 25,000(부정기적)

시설  그네, 미끄럼틀 등 6가지
 마굿간, 할당채원지, 온실 등 14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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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해외 도시농업 사례

 

 외국에서는 미리부터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을 널리 알리고, 이것의 이로운 점을 적극적으

로 발전시켜, 법적인 제도화로 보장해주고, 도시농업조직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녹지확보에 대해, 기존 도시공원의 기능을 겸한 시

민농원등을 조성함으로서 양호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민:1997)

  1. 독일 - 분구원5)

   분구원은 독일어로 “Kleingarten"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직역하면 소정원(小庭園)이란 뜻

이다. 간혹 이 제도의 제창자인 Dr.Schreber의 이름을 따서 「슈레버 가르텐」이라고 부르

는 경우도 있다.

 우선 분구원(Kleingarten)은 독일의 산업화 초기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써 정부나 공공단

체가 도시내의 유휴지나 공한지를 정원을 갖지 못하는 소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줌으로써 

영농을 통한 건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한 실용적인 도시녹지제도이다. 현재도 독일의 

모든 도시에서 분구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분구원은 식량생산보다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화초재배장으로 말미암아 주말 뿐 아니라 상주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 독일 전통정원으로서의 분구원(1900년 이전)

  분구원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에는 도시화가 가속화되지 않

은 상태로서 오늘날의 분구원 이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용수(1997)6)는 이 당시의 

분구원을 현대적 의미의 분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앞마당의 녹지공간’으로 해석하였다. 19

세기 중엽부터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악화

되면서 도시민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도시속의 자연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김용수(1997)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루어공업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임대

정원’의 형태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며 이때부터 소정원의 개념이 생겼다

고 한다. 

 이후 1864년 라이프찌히市 의 의사인 Dr. Daniel Schreber 는 한 단위가 200m2(약 60평 

정도) 정도되는 소정원지구를 시민을 위해 구입하거나 또는 대여받는다는 조건으로 막대한 

자금을 시 당국에 제공했다. 이 자금에 의해 조직된 슈레버조합(Schreber Verein)은 토지

를 확보하고 이것을 확장해 가는 한편 이것을 어린이 놀이터, 식물원 및 체육시설, 야외극

장, 일광욕장, 조류보호시설, 모범정원 등을 첨가하여 심신수련장은 물론 공원과 같은 성격

을 가지도록 하였다. 1892년 에는 독일 전역에서 슈레버연합체가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라

이프치히市 에서만 16개 조직에 2천5백14개의 슈레버가르텐이 만들어졌다.

 (2)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분구원(1910~1960)

5) 김수봉 외(2002)에 자세히 나와있어 그대로 발췌, 인용한다.

6) 김용수,(1997), 환경과 조경 110호, 해외의 전통조경계승과 현대화 사례,88~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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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나찌정부가 국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분구원을 강력히 권장하였고 

1,2차 세계대전 중에는 본래의 개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 즉 독일 

전역에 확산되어 있던 분구원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곡물, 채소 및 가축을 기르는 장소가 

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과 교화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분구원이 극심하게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 1916년 연방정부는 분

구원의 보호와 촉진에 관한 2가지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제정으로 분구원은 법적 

뒷받침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까지의 사유지를 활용하던 민간운동의 단계를 넘어 국가차원

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분구원의 복원 (1960~1980년 중반)

  그 후 전후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정부에서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란 슬

로건을 내걸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 국토에 걸친 녹화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편승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분구원의 복원사업이었다.

  이 사업 시행으로 각 도시에 산재해 있던 모든 폐허가 된 분구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현대

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분구원의 현대화 계획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ㆍ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

의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분구원의 전통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채소, 감자, 유실

수 등을 위주로 식재하였으나 도심속에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조경

시설물(예: 연못, 통나무집, 야외취사장, 어린이놀이터, 간이매점, 주차장, 산책로 등)들을 갖

추어 중ㆍ서민층을 위한 도심 속의 별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4) 생태공원으로서의 분구원 (1980년대 이후)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분구원의 성격이 도시민을 위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장으로서

의 기능에서 보전적 측면을 고려한 생태공원의 성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시 전체면

적의 1.4%에 달하는 대규모의 녹지면적으로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도시내 녹지축

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생태계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점을 감안해 

113개에 달하는 분구원의 방대한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녹지의 중요성을 

계몽시키고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분구원내 비포장화 사업의 전개, 도보 및 자전거길의 조성, 거름(퇴비)의 사용 장려, 조류

와 연계한 유실수 및 녹음수의 식재, 생태관찰원의 설치, 비오톱의 조성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분구원의 재자연화 사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되어가

고 있다.

 분구원제도는 150여 년의 발달과정 속에서 많은 변천을 하였으나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택과 멀리 떨여져 있어 주택과 한 울타리에 있는 주택정원과는 다르다는 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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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지를 정지하고 구획하여서 수많은 필지로 분할하고 이것이 집합하여 하나의 분구원 단

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 셋째, 대부분의 필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어 소시민이라도 부

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정원이라는 점, 넷째, 시대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

으나 정원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채류와 과수의 식재이며 자급 실용주의에 기초를 두

고있으며 온 가족의 자력노동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별장이나 주말농장과는 구별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분구원의 발달배경은 보건적인 동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의 목적, 또는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 및 도시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불량한 주거환경에서 탈피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려는 동기 등 여러 가지 목

적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법적근거를 가진 다음에는 사회정책인 측면에서 조성ㆍ발전하였고 

그 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2. 영국의 할당채원지7)

 앞에서 보았던 독일의 분구원과 같은 개념으로서 영국의 할당채원지, 일본의 시민농원 등

은 최근에 생성된 개념이 아니라 도시의 오랜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제 생

활 양식이 수렵채취에서 집합농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농경이 최초형태라 할 수 있는 채

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도시내의 공한지를 시민들 개인 또는 지역공동체에 저렴

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설정해 주어 식량생산과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교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등장의 도시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것이다.

 초기의 발달형태를 보면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런던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그 당시

에는 특별한 시설물 없이 울타리나 자물쇠를 통한 점유권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다. 18세

기 말부터 농업혁명에 의해 영국사회는 공업국으로 전환되고 런던교외의 스프롤 현상은 19

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할당채원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920년대 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위성도시를 설정하였고 할당채원지를 개설하였다.

 그 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식료수요로 1920년대에 할당채원지의 수가 최초로 증가하게 

되었다. 때마침 도시 확대의 과도기로 할당채원지는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1930년대에는 철도와 지하철의 연장에서 교외의 스프롤현상이 증가되었다. 동시에 세계 

공황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Allotment 법에도 이 실업

자 대책의 일환으로 Allotment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웨일스의 구획 수는 1920년부터 반 이하로 격감하였고 그 후에 실업자 

대기로 인해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식료수요와 시가지확대의 억

제정책이 행해진 사회적 배경도 있었다.

 그로 인해 1940년대 중반에는 또 다시 구획수가 상승하게 되어 최대의 실업자와 경제상황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후의 Allotment의 구획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1908~1950년 사이에 제정된 할당채원지에 관한 다수의 법률을 종합하여 1950년에 공포

7) 김수봉 외(2002)에 자세한 기술이 있어서 그대로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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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할당지법에 의하면 공공소유의 유휴지와 수용ㆍ구입ㆍ차입한 300평 정도를 초과하지 않

는 농지를 채소 및 과수재배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대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 지

방 공공단체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토지로 그 주민이 개인소비용의 채원으로 이용하는 할

당채원지 등의 소구획지를 일반적으로 할당지라고 불렀다. 또한 이 할당채원지의 관리를 위

해 1980년 소차지 및 할당채원지법을 제정하여 지방당국은 그 할당지를 적절한 상태에 유

지해두기 위해 관개ㆍ도로설치 등의 개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생선야채의 수확, 커뮤니티, 교육, 치료 상의 목적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

민농원의 발전형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시책이념, 이용자의 생활환

경과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자 상호간에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할당채원지의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자산 수탁자, 시민농원조합, 그리고 현재 9할 

이상은 지방당국에 의한 것이다. 총감독권한자는 실질적으로 환경성에 있는 지방당국에 그 

권한이 있다. 또한 Allotment 수요의 감소, 공적인 주택개발 등의 경우 지방당국은 시민농

업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916년에는 썸머타임제가 도입되어 일몰까지의 자유시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할당채원지의 이용확대에 공헌하였다. 

 Allotment 관계조합은 1930년대 경 남성노동자 계급을 위한 책과 팜플렛을 작성하여 시민

농업 문화를 활성화하였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대등하게 시민농업 교실을 개최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도입시켰다. 할당채원지는 노인층이 주이용자로 주거지 근처의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지역공동체의 구성을 통한 일반적 임대차설정을 통해 목적에 따른 각각의 임대료

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세제상이나 물리적 경계인 울타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구되고 영구

적인 할당채원지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갔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19세기부터 열악한 국토환경을 이용한 “원예농원”이라는 제도를 도입, 

주로 여가생활의 수단 및 공공녹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레저채원형”의 

성격을 띄고 있다.(이영민,1997:9)

  4. 미국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롱아일랜드와 뉴욕시를 중심으로 도시내의 공한지를 일시적 

농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의 할당채원지와 유사한 형태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위

해 Allotement Association이 구성되었다.

 또한 뉴욕시는 1960년대 말에 “The Parks Council"에서 검토한 할당 채원지의 이용방안

이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민간단체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도시평균 30%정도의 식생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농업(Mrtopolitan 

Agriculture)을 육성하고 있다.(이영민,1997:10)

   5. 일본- 시민농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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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유휴농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도농간의 교류를 위하여 분구원제도를 도입하였

으나 유럽과는 기후나 문화, 풍토, 토지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실정과 맞는 시민농원

을 개발하였으며 정책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

다. 

 일본에서 시민농원의 도입은 1981년 시가화구역내에 농지에 대한 분구원녹지 사업을 도시

공원법에 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켰다.

 일본은 “특정농지의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 특례에 관한 법률”(특정농지 대부법:1989년 5

월)을 제정하여 농업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협을 통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은 면적의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0년 5월에

는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을 제정함으로 도시주민을 위해 시민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

활하게 정비하기 위한 레크레이션 용도로 농지이외의 휴식시설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도시농업의 하나의 생활녹지로서의 기능과 그 활용가지가 높이 평가되어 1992년에 

생산녹지법을 개정하여 택지화할 부지나, 보전해야 할 것도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전해

야할 농지등에 관해서는 그 녹지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일본 시민농원 연구회에 따르면 1999년의 일본내의 시민농원수는 전국 6,138개소로서 

1990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의 시민농원이라 함은 1구획의 면적이 10~30m2 정도로 작고, 설비나 수도설치도 없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구획당 30~50m2, 또는 100~300m2 의 대구획이나 오두

막이 설치된 농원도 등장했다.

 1989년 1월에 발족된 시민농원 연구회는 도시환경의 보전, 공공녹지의 확보, 지역커뮤니

티의 재생 등 유휴농지의 활용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여유공간 창출을 위한 목적

으로 생겨났다. 회원은 시민농원의 주된 설치자인 지자체, 농협으로부터 학자, 시민농원 잉

용자, 컨설턴트 등 다방면에 걸쳐 현재 약 1,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시민농원 연구회는 

발족 후 정기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것 외에 1989년 「시민농원 심포지움」개최를 시작으로 

포럼과 사진집 출판, 시민농원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제 시민농원 회의참가 등 활발한 활동

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6. 아시아의 도시농업9)

   인도의 캘커타는 도시하수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테라피아와 잉어를 양식함으로

써 시민수요의 30퍼센트를 조달하고 있다. 하수를 이용한 가축과 어류의 생산은 방글라데시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소득의 10퍼센트가 가정텃밭에서 나온다고 한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시민의 약 40퍼센트가 도시농업에 종사하여 채소와 과일의 30

퍼센트, 육류의 10퍼센트를 자급하고 있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고용의 40퍼센트는 도시농업이 만들고 있다. 상해와 같은 많은 대

8) 김수봉 외(2002:1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발췌, 인용한다.

9) 요시다 타로(2004:29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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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채소의 85~90퍼센트를 도시농업으로 자급하고 있으며, 시 구역의 10퍼센트밖에 농

지가 없는 홍콩과 같은 과밀도시조차 집약적인 생산을 통해 채소의 45퍼센트, 돼지고기의 

15퍼센트, 닭고기의 68퍼센트를 조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진행된 싱가포르에서도 도시농업이 활발하여 채소의 25퍼센트를 시

내에서 생산한다. 1970년대에는 토지 이용상의 제약 때문에 양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

만, 1980년대에는 다시 부활하여 현재는 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의 자급을 완전하게 달성

했고, 시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는 전에는 외부에서 수입해왔던 식료품을 시내에서 일부 생산

함으로써 20퍼센트 정도의 경비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7. 아프리카의 도시농업 

   텔레비전과 신문의 보도를 통해 기아의 땅이라는 인상이 강한 아프리카에서도 도시농업

은 건투하고 있다. 전에는 많은 정부가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뚜렷

한 근거도 없이 농지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와 쥐와 같은 해충의 발생지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정부가 도시농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서 지원을 게을리 

했다. 그러나 국내의 식량 생산이 한계에 이르자 이런 편견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식량사정이 심각한 케냐에서 가난한 계층은 식비와 조리용 연료비로 가계의 40~50퍼센트

를 소비한다. 1980년대에 케냐의 마징기라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케냐 시민 3명 

중 2명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개의 대도시에서 벌인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이 

“도시내에서 자급하지 않고는 식료품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1983년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도 조사세대의 17퍼센트가 스

스로 채소를 생산하고 있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도 약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도시농업에 종사하며, 그 비율이 80

퍼센트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가장 가난한 세대에서는 가계의 30퍼센트를 도시농업에 의존

하고 있었다.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에서는 1986년 이미 시민의 55퍼센트가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었

다.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거주지역에서 토지조건이 비교적 좋은 곳은 원예를 하고, 나쁜 장

소에서는 가축을 사육했다. 고소득층의 지역에서는 젖소도 사육했는데, 1994년에는 도시농

가가 생산한 우유량이 도시 수요의 40퍼센트를 채웠다.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1968년 당시엔 20퍼센

트 이하였는데 1991년에는 67퍼센트로 네 배 가량 증가했다. 1998년의 통계에 따르면 도

시농업은 수도에서 두 번째로 고용효과가 높았으며, 전 고용자 중 20퍼센트가 도시농업 관

련 종사자였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년 동안 가축 수가 60퍼센트나 증가하는 등 도시

축산도 확실히 신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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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서도 198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노동자의 30퍼센트가 농업

에 종사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30퍼센트가 도시 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정부

의 도시농업 지원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콩고의 수도 킨샤사에서는 주민의 80퍼센트가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30퍼센트 정도

의 세대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는 탄자니아와의 전쟁과 아민Idi Amin 정권에 의한 1980년대의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으로 식량을 확보했다. 1981년 유니세프의 보고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시농업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87년의 세이브 더 칠드런 펀드(SCF, Save the Children Fund)와 1993년의 마케레레 

사회조사연구소의 연구보고도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그렇지않은 주민과 비교해서 영

양상태가 더 좋다”고 유니세프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캄팔라에서는 중심 시가 5킬로 

미터 권역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20퍼센트가 생산되며, 1,750두의 소와 1천 두 이상의 돼

지도 도시 가운데에서 사육되고 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부화기

와 사료 판매가 증가하는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전 시민의 약 50퍼센트가 40퍼센트 이상의 식료를, 30퍼센트가 60퍼센트 이상의 식료를 

도시농업을 통해 얻고 있으며, 조사차 취재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령 다른 데서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농업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는 1992년에 그때까지의 정책을 전환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지

원을 시작했다. 약 2년 후에는 경작지와 농가 호수가 증가하고, 식료품 가격이 대폭 떨어졌

을 뿐 아니라 경관유지와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농업에 관계된 1백 개 이상의 새로

운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밀집 시가지 내에서 토끼ㆍ비둘기ㆍ거위ㆍ칠면조ㆍ공작새 등을 사

육하며, 교외의 목장에서는 시의 하수를 이용해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시내에 판매한다.

 카메룬의 수도 가운데에서는 1994년부터 정부가 근무시간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변경했

다. 정부가 솔선해서 시민의 식량자급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부와 재무부의 공무원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밭을 갈며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1991년의 정변으로 새로 탄생한 정당이 도시농업 지원책을 이끌

어낸 이래 도시농업의 진흥은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NPO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8.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농업10)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것은 쿠바만이 아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에 꾸리

찌바를 중심으로 도시의 생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도시 내의 묵은 땅을 식료품과 연로의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상파울로에서는 수도의 장기청사진이 1990년에 작

10) 요시다 타로(2004:299)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어서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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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지만, 꾸리찌바의 성과를 배워 토지이용 계획에서 도시농업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탈리아의 지원을받아 1990년부터 도시농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

다. 발족 당시의 참가자는 4만 명에 불과했지만 1994년에는 55만 명으로 급증했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1백 개에서 1천1백 개로 증가했다.

 볼리비아 라파스의 에르아르트 지구에는 반 이상의 시민이 닭, 토끼, 돼지, 양, 집오리를 

사육하면서 고기를 자급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초에 유엔개발계획이 볼리비아에서 수경

재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도시에서 수경재배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는 여성그룹들이 수경재배로 수십 종류의 채소를 생산

하여 남성들의 세 배가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

 페루에서도 여성 그룹의 커뮤니티 텃밭 만들기가 활발해 국가와 지방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벽을 칠할 때 쓰는 대그릇 속에 식용 쥐를 사육하는 것도 인기가 높아 50퍼센트 이상

의 가구에서 이 방법으로 쥐를 사육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여러 겹 쌓아놓은 타이어 가운데서 감자를 기르거나 지붕과 테라스에서 

선인장을 생산하며, 옥상텃밭은 도미니카의 아이티로도 확산되고 있다.

 9. 중동 및 동유럽의 도시농업11)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시민농장)’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민농장이라 말하면 쾌적한 녹색의 열린공간으로만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취미나 레저

의 목적으로 농장을 가꾸는 여유가 있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뿐이며, 중앙 및 동유럽으로 눈

을 돌리면 도시농업은 식량생산과 수입확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리잡고 있

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1989년부터 1994에 걸쳐 도시 내에서 농업생산이 25에서 37

퍼센트로 향상되었다. 알바니아에서도 경제의 혼란과 함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많은 시

민이 도시농업에 종사하면서 옥상에서 채소와 포도를 재배하거나 빈 헛간에 닭을 기운다든

지 돼지까지 사육할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는 소와 양을 방목하여 풀을 먹이고 있다.

 사라예보에서도 경제봉쇄 이후 도시농업을 통해 채소와 가축의 자급률이 10퍼센트에서 40

퍼센트까지 높아졌으며, 폴란드에서도 도시농업은 1975년에서 1985년의 10년 동안 증가하

여 도시 주민의 30퍼센트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시민농장은 90만 개나 됨에도 70만 세

대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아주 극적이다. 과거 10년 동안 3천만 세대가 도시농지의 소유자가 되어 한 

세대당 면적이 50아르 또는 20아르로 작아져 전부를 합쳐도 전 농지의 4퍼센트 정도에 불

과한데, 이 약간의 농지에 집약적인 생산이 이뤄져 감자 88퍼센트, 육류의 43퍼센트, 우유

의 39퍼센트, 달걀의 28퍼센트가 자급농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 ‘더치Dutch라 불리는 자

급농장의 식료품 생산량이 러시아 전체의 30퍼센트에 이른다는 자료도 있다. 1970년부터 

1990년에 걸쳐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모스크바 시민이 20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증가한 것

11) 요시다 타로(2004:300)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어서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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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옥상 텃밭도 활발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병원, 고아원과 

학교의 옥상에도 텃밭이 만들어져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채소자급에 나서고 있다.

Ⅲ.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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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유럽의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자연과 접할 수 있

는 방안으로 도시농업활동을 그들의 실정에 맞는 제도와 법적근거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장치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수봉 외, 

2002:16)

 시선을 안으로 돌려 국내에서 이야기되는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자.

1.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도시 시가지내에서 행해지는 농업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행정구역내에 있는 농업지역에서 도시민들이 하는 농업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위에 서술한 바 있는 도시농업의 특징 및 이점에 부합하는 점이 있기에 도시농업에 포함하

고자 한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농지를 임대받아 주말이나 공휴

일에 가족과 함께 채소나 꽃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족농장으로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들을 목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말농장은 1992년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 60명의 회원으로 증가하였고 당초 

1개소였던 농원도 7개소로 증가되었으나 서울시 농촌지도소의 관할구역이 서울시에 한정되

는 관계로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때 농협중앙회에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대도시 근교에 ‘농업체험장’을 개설하였다.

 1993년도 상반기에는 시범체험장 6개소를 개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2개소로 증가하였고 

1994년도에는 전국 단위농협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주말농장은 일반시민들

이 식생활에 필요한 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재배형’유아원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 

‘자연학습장’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연학습장은 채소류 보다는 어린이들이 재배하

기 쉽고 직접 캘 수 있는 고구마, 감자, 무 등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우량 보급종자(벼, 콩, 감자, 보리, 땅콩 등)를 농가에게 

알선 공급하며, 새로운 영농기술을 시범전시, 재배기술 상담 및 교육을 하고있으며 농장주

와 현재 이용중인 주말농장에 대한 의견조정과 다음 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농협이 직접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직접 임

대하는 식으로 3월~12월까지 임대를 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음 해를 위한 주말

농장 준비기간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말농장은 모두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

는 채소를 재배하는 텃밭 재배형으로 되어 있다.

 농협에서는 2000년에 전국에 136개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1,000평 내외이지만 

지역여건이나 농장주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 5,000 평 내지 14,000평의 규모를 가

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0평 내외의 소규모인 주말농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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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은 주로 서울 근교지역과 지방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가격은 수도권 및 

대도시 근교의 경우 평당 10,000원~15,000원 정도인데 수도권에 가까운 경우 평당 

20,000원 인 경우가 많고, 지방에는 평당 5,000원 내외로 저렴한 곳도 있다. 임대기간은 1

년 단위로 매년 4월초에 개장해서 김장 수확 때 마감한다.”(김수봉 외,2002:16)

 

2. 관광농원 또는 그린투어리즘

   주말농장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어 진다. 관광농원 또

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이것도 주말농장과 마찬가지로 도시 시가지가 아닌 곳에

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도시행정구역 바깥에 위치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

도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활동이며, 주말농장처럼 도시농업의 특징 및 이점을 갖추

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 설명한다. 그러나 완벽한 도시농업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1) 관광농원

   “관광농원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

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광농원은 1984년 최초로 12개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 1998년까지 약 1167

억원이 지원되어 전국에 약 491개소가 지정되고 1989년 휴양단지 조성이 시작되었고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이후 에는 경영상태가 취약해

져서 도산상태에 이른 관광농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을 보면 1996년 까지 407개소가 지정되고 75개소가 취소되었으며 1998년 말까지 84개소

가 새로 지정되고 94개소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농원개발은 단순히 먹고 노는 관광단지의 개념을 혼동하여 위락시설, 음식, 숙

박시설등의 투자중심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농어민 공동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

부족과 대다수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라는 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의 악순환을 되

풀이 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농원에 대한 국민인식의 부족과 농원경영자의 미숙한 경영능력 등으로 인해 도

시민에게 농사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음식판매와 숙박제공 등의 

보완적 기능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농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김수봉 외,2002)

(2) 그린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은 관광농업과 비슷한 개념이나, 그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

이라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이 학자의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에는 앞서 소개한 독일의 클라

인가르텐, 영국의 할당채원지, 일본의 시민농업이 포함된다. 

 도시농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그것과의 구분을 위해 소개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는 점차 도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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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수요를 점차 증대시켜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두가지 문제

르 해결하기 위해 ‘관광농업’이라는 기존의 개념 대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적극 강조하는 

그린 투어리즘이란 새로운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념이 주로 ‘관광’에만 

치우쳐 농업과 농민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적극적인 성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

이다. 최근 이곳에서는 ‘보고 사는 것’만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는’, 보다 적극

적인 관점에서 약초를 개발ㆍ이용함으로써 도시인들의 보건ㆍ휴양ㆍ정서 함양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농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호철,2003:253)

 “한국의 그린투어리즘은 도시인들에게 도시적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농촌의 자연환경ㆍ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그 대가로 농외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정책대안이었다. 1994년부터 도입되었던 이 사업은 ‘농어

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의 일부로서 1990년의 ‘농어촌휴양지조성사업’. 1991년의 ‘농어촌민

박사업’등과 연계ㆍ추진되어왔다. 특히 1999년부터 농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팜

스테이(Farm-Stay)' 사업과 2001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이호철,2003:264)

 

 “여기에서 사용된 그린투어리즘이란 개념은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농업을 의미한다. ‘농업행위’그 자체를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그 발원지인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전역

에서 급속히 확산되어왔다. 이제 도시는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향하면서, 지역 고

유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생태계 균형과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한국에서도 

이는 도시인들에게 농촌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

며, 농업인에게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획득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현행의 관광농원제도는 여전히 적지않은 문

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변태적인 숙박업의 형식으로만 운영될 뿐 아니라 심지어 

도시적 위락시설을 그대로 농촌에다 옮겨놓아 농촌다움을 읽어버리고 있다.”(이호

철,2003:280)

3. 도시내 무단점유 또는 기타 빈 공간 활용의 방법

 위에서 설명한 주말농장 또는 관광농원 및 그린투어리즘에 비하면, 이것이야 말로 도시농

업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 시가지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도시민들에게 접

근성이 아주 높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안뜰, 옥상을 이용하여 텃밭을 가꾸는 경우가 대표적

이다. 마당에 흙이 없을 경우 스티로폼같은 상자에 흙을 채워 작물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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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에 있는 공터중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혀있지 않은 곳을 이용하여 텃밭을 가꾸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나 발코니를 이용하여 화분 또는 상자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한

다. 

 또한 도시내 개발유보지 같은 공한지에서는 비록 사유지일지라도 인근의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도시농업의 사례를 찾아보자.

 “서울에서의 광의의 도시농업은 조선왕조 성립이후 수 백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것이

었다. 친잠 또는 양잠 권장을 목적으로 하는 잠실은 서잠실(연희동), 동잠실(현재의 잠실), 

남잠실(잠원동) 등이 서울근교에 있었다. 권농동에는 조선시대에 내농포가 있었는데 내농포

는 궁중에 공급하는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내시들이 이를 맡았다. 지금 연희동 근처도 내수

용의 논밭이 있었던 듯 1456년에 세조가 이곳에서 모내는 것을 시찰하였다 하며 고추를 심

었다는 苦草田 도 있었다한다. 그리고 지금의 방송통신대학 자리는 서울배추의 산지로 유명

하였다. 의주로 1가에는 미나릿골, 을지로5가에는 미나리논이 있었다고 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저습지대에는 미나리밭이 상당히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채소에 관한 한 성안 곳곳에서 경작되었음을 알수 있다.”(이창우)

4.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청 녹지과 전화문의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터넷사이트( http://rural.daegu.go.kr )에 가보면 

‘대구의 농업’란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보면 대구의 농업에 대해 권역별 분포현황, 연도별 

농가 및 경지변화, 농업기상, 연도별 주요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지역별ㆍ작목별 재

배(사육)농가 등 간략한 정보가 들어있다. 

 특히 권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의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 특히 달성군, 

북구 칠곡, 동구 팔공산 지역의 농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대구시청 ‘녹지과’와 ‘농축산유통과’등에 ‘도시농업’에 관하여 전화문의

를 하였다. 그들의 답변도 시농업기술센터의 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정부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개념은 도시근교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행정구역

에 포함된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시가지 내에서의 농업행위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고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5. 아파트 단지의 텃밭 현황

   “도심 아파트에서의 텃밭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작면적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텃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고 또 대구지역의 한 주택업체가 전원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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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입주자들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내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집집마다 텃밭을 만들어 시골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삭막한 아파

트단지에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예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촌에 생긴 텃밭은 이전에 공사장 건축 폐

자재 불법야적장으로,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던 공지였는데 분당구가 버려진 땅을 

5~10평씩 인근 주민 5천 1백 여 가구에게 무상분배 하면서 어른들에게는 이웃간 정을 회

복시켜주는 나눔의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했다. 분당 텃밭은 최근 

유행하는 도시 인근의 주말농장과는 달리 아파트 근처에 있어 주말뿐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

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단독주택의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큰 잇점이 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무상 분양되는 텃밭과 자연학습장 등을 갖춘 

대단위 주말농장을 조성키로 했는데 당국에서 이 농장의 경우 약 9천평을 확보해 가구당 

10평 가량씩 9백가구에 분양할 예정이며, 2000년을 준공목표로 3만 2천평 규모의 자연학

습장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나무와 화초등을 가꾸며서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이

영민,1997:13)

Ⅳ. 왜 도시농업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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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도시농업의 개념, 역사, 이점, 그리고 국ㆍ내외 여러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앞에서 설명한 도시농업의 이점과 많은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1. 반전평화

  지난 2월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있었다. 영국의 [옵저버]가 보도한 것을 [프레시안

(www.pressian.com)]에서 인용보도 한 것인 데. 이른바 <펜타곤 보고서>라 불리는 미국 

국방부 비밀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의 지구의 기후변

화에 따른 영향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석유와 식량의 메이저자

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테러나 종교 분쟁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ㆍ물ㆍ에너지 자원 확보가 더 큰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것이며,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12)

  아래 서술한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고 자급률을 높이면 이

러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현대의 분쟁은 예전과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 지금 

진행중인 미국의 이라크침략 또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전쟁’인 것이다. 물과 식량도 

석유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며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변화는 이러한 식량의 수급에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공급ㆍ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식량 생산ㆍ소비구조

는 아주 불평등하고 왜곡되어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불평등 뿐 만이 아니라, 세계곡물

시장을 주름잡는 ‘카길’같은 식량자본의 횡포,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의 엄청난 거리라는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석유와 화학비료를 기반으로 대규모 단작농업을 통한 생산 또한 지

구생태계 및 종다양성, 그리고 식량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쟁의 원인을 해소시키고 평화로 가는 길에 도시농업이 큰 역

할을 할 수 있다.

2. 에너지와 식량자급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유엔의 추측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퍼

센트의 사람이 도시에서 살게 되며, 특히 중남미는 80퍼센트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다. 현재 읍면이상의 도시화율은 88%라는 신문보도내용이 있다. 

 도시는 모든 위험과 천재지변에 약하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급하지 못

하고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을 

자급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40223101033&s_menu=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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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을 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보통 채소류는 자급이 가능하다. 이것은 쿠바의 수

도 아바나와 중국의 북경,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앞의 도시농

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언급하였듯이, 2005년이 되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채소ㆍ고기ㆍ생

선 등도 현재의 3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도시에서의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 농촌에서는 그 만큼의 부담이 줄어들어 주곡생산

에 힘들 가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식량 자급율 향상에도 도움이된다.

 

 이것은 또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식료품을 수송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마

련인데 전 세계에서 수송에 관련되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배출량의 30퍼센트이

상에 이른다고 한다.(요시다 타로,2004:303)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30% 수준 이다. 나머지들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

다. 이때 들어가는 엄청난 운송에너지를 고려할 때,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생산량을 높이고, 

석유에 의존하는 대규모 단작농업에서 벗어나면 덩달아 에너지 또한 절약할 수 있다. 

3. 자원순환

  도시농업은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도시농업은 폐열을 이용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쓸 수 있으며, 빗물 또는 하수를 재활용 할 수 있다.

  

   ① 폐열이용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도시는 생산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충분한 잠재

력을 갖고 있다.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피해를 줄이면서 작물생육기간이 짧은 추운 

지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도시의 Power Plant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1/3

정도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런던의 Pimlico Housing Development는 근처의 

Battersea Power Station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이용하는데, 주로 공장의 평평한 옥상을 이

용한 가벼운 수경기술의 이용이 대표적이다. 1970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시정부에서는 핵발

전소의 폐열을 이용해 온실을 덮히고 양어를 통해 산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열을 직접 식량생

산으로 연결시켰으며,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은 뱀장어의 양식에 

이용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중공(중국)에서는 ..를 이용해 양어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데 전세계 양어장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전세계 수확량의 2/3를 생산하고 있

다.”(최승,1988:68)

  ② 생쓰레기 퇴비화 : "최근 미국에서는 쓰레기의 퇴적처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적 처

리방법에 의한 토양의 비옥화가 강구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정원이 갖는 토양의 비옥도 문

제와 시의 낙엽처리문제, 요식업소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훌륭한 효

과를 보고 있다. 1978년 미국의 보스턴시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생산사업을 맡는 대

규모의 연중가동되는 시설을 설치했다.”(최승,1988:68)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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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시켜 도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정토회’에서는 ‘쓰레기제로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의 먹이로 활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렁이화분’을 보급하고 있

다.

 도시농업은 이렇게 현대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이다.

    ③ 빗물ㆍ하수 재활용 : “영국에서는 도시하수를 이용해 토양을 비옥화하기 위해 

Thames Water Authority에 의해 런던 근처의 하수처리장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 하수를 

수송해 도시근처의 5,000ha에 이르는 농토를 비옥화해 주었고, 미국의 미시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Muskegan County Project가 있었다.”(최승,1988:68)

  “ 인도의 캘커타는 도시하수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테라피아와 잉어를 양식함으

로써 시민수요의 30퍼센트를 조달하고 있다. 하수를 이용한 가축과 어류의 생산은 방글라데

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소득의 10퍼센트가 가정텃밭에서 나온다고 한다.”(요시다 

타로,2004:296)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 교외의 목장에서는 시의 하수를 이용해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시내에 판매한다.”(요시다 타로,2004:299)

 고대부터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치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관개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도시에서 그냥 버려지는 하수를 이

용해 도시농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하수 뿐 만 아니라 ‘빗물’을 이용할 수 도 있다. 땅위로 

흐르는 물이 거의 없는 제주도에서는 강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 

 도시농업에서도 빗물을 이용하면, 상수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비가 올적에 초

기 빗물은 희석률이 낮아서 산성을 많이 띄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집

수관을 통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빗물은 도시농업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연못도 만들 수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그냥 버려지는 하수와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지속가능한 도시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란 미래, 자연, 참여, 형평, 자급의 5가지 요소를 가지며 각 요소는 3가지의 기준

(또는 소원칙)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다.(이창우)

  위의 기준에 따라 도시농업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이창우의 글을 간단히 소개한다.

  ‘도시농업은 토지이용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공한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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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노년층이 증가할 때 그들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므로 미래의 기준에 부합된다. 

또한 도시농업은 도시녹지를 늘리고, 오염저감등 의 환경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의 요

소에 부합된다.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노인정에서, 반상회에서, 도시

농업지 현장에서 도시농업과 관계된 정보들은 공개되고 교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농

업은 참여적이다.

 도시농업활동에는 성별, 연령, 종교,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농업

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농업은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은 자급적이다. 도시에서 생산하여 도시에서 소비한다.’

 간략히 소개 했지만,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도시농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

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해야할 과제이다.

5. 환경적가치

  위 글에서 간략히 소개한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도시농업은 폐

열이용, 에너지저감, 생쓰레기 퇴비화, 빗물ㆍ하수 이용을 포함해서 크나큰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생태계를 유지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공한지 상태에서 보다 표토유실을 

줄이고 도시내에서 물순환에 도움을 주고, 공한지가 쓰레기 무단투기장화하는 것을 방지하

여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순환 및 미세기후 조절을 통하여 도시농업은 도

시생태계의 순환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지는 지역사회에서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지는 일시적이나마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시농업지가 없었더라면 볼 수 없었을 나비, 잠

자리, 기타 곤충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때 도시농업은 도시에 자연의 요소를 끌어

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도시농업자들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해충의 천적인 새나 다른 이로운 곤충이 거의 없는 도시환경에서 어쩔 수 없

는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이창우)

  

 마지막 부분에 나온 비료와 농약의 사용문제는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

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도시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는 아주 크다. 도시에 녹색을 가져오

는 것 자체가 환경친화적이다. 일반적으로 농촌ㆍ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도시농업도 

가지고 있다. 

  6. 농업의 근본가치 재고와 반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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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농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해 먹는다. 물론 농촌출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들이 자라온 

환경은 삭막한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경험이 전무하다.

 이들은 농촌과 농업이 가지는 환경적ㆍ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중국마늘을 수입하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값싼 것이라

면 외국의 농산물을 사먹는 일반 소비자들의 행위가 그러하다. 

 농산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략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는 가

격만이 있을 뿐 더 이상의 환경이나 문화는 없다. 물론, 웰빙(Well-Being)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농사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에

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이 뜨고 있지만 이것도 자본주의와 결부된 것이다. 돈을 벌기위해서 친

환경유기농산물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화학농법이 들

어오기 전, 수 백 수 천 년 동안의 농산물은 모두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친환경유기농산

물’이었다.

 

 도시농업을 통해 농사경험이 전무한 소비자들을 농업생산자로 탈바꿈 시키는 것만큼 혁명

적인 것은 없다. 일단 농사를 지어보면, 스스로 땅과 흙의 가치에 대해 온 몸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 흙 한줌 구할 수 없는 도시에서 흙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흙을 땀

흘리며 짊어지고 집 안뜰이나 옥상으로 옮기는 것 부터가 땅으로 돌아가는 행위이다.

  도시농업자는 흙을 접하고 매일 물을 주면서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농사의 1년 주기를 터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농업의 지닌 근본적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더불어 일방적 소비자에서 자급적 생산자로 도시민들을 탈바꿈 시키는 것만큼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방법은 없다. 자본주의가 상품으로 전락시킨 농산물을 다시금 진짜 ‘먹

거리’로 ‘문화’로 되살려 내는 것을 도시농업이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전쟁의 원인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한다. 생쓰레기를 비롯한 도시내 유기물질을 퇴비화하여 처리할 수 있고, 빗물ㆍ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도시

농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근본가치를 깨닫고,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Ⅴ. 한국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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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에서 도시농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활성화 시

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1.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① 기존도시농업 실태조사

 기존의 도시 시가지내에서 행해지는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의를 내린다.  

 

② 도시농업지확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농업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확대시킨다. 토지는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경작자가 

우선이라는 정책을 펼친다. 더불어 도시내 5~10%로 추정되는 유휴공한지를 도시농업지로 

제공한다. 그리고 상자를 이용한 조그만 형태의 도시농업을 많이 장려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개

발유보지의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도시농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다.13)

 ③  도시농업관련 연구소 설립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기본적인 농업기술(퇴비화, 생산성 증대, 유기농업 

등)을 연구하는 농업연구소, 도시농업의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는 

사회연구소, 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는 정책연구소 등을 만들어 도시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를 수행한다.

④ 도시농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도시농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최신의 도시농업기술을 알려주거나, 청소년들

의 농업체험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만들거나 그러한 것을 시행한다.

 

⑤ 도시농업자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영구에는 ‘얼로트먼트협회’, 미국에서는 ‘도시농업자협회

라’든지 ‘그린게릴라’와 같은 도시농업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쿠바에는 10~20명 단위로 

‘원예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다. 1997년 말에는 10,826명이 926개나 되는 동호회가 조직되

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최신농업지식을 교환하고, 연대감을 형성하거나 공동작업을 실시할 수 있

다. 이렇게 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13) 김성훈- 유기농업정책제안.2003 한국유기농업학회 발표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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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자 네트워크는 신규가입자 모집 또는 원예자재교환, 경험ㆍ기술ㆍ아이디어를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끼리 

각자의 농산물에 대한 품평회를 할 수 도 있다.

 쿠바에서는 이들의 순찰을 통해 도시농업작물의 절도를 예방하기도 한다.

⑥ 유통ㆍ판매망 정비

 도시농업 생산물이 많을 경우, 각자의 유통ㆍ판매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대

규모 유통시장은 아니다. 쿠바의 경우처럼 각자 자신의 밭 주변에 조그만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⑦ 관련 조례ㆍ법규 제정

 도시농업에 대한 관련 조례나 법규를 제정한다. 일반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도시

농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법규를 통해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텃밭농원은 뚜

렷한 법규내용이 없어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영민,1997:17)

 도시농업지에 대한 확보, 임대등에 관한 제도나, 무단점유 형태의 도시농업지가 개발로 인

해 파괴되었을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이 갖는 수많은 장점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해야한다.

 ⑧ 시민, 공무원의 인식전환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야 한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친환경성, 에너지 절

약, 그리고 평화의 가치에 대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행정가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식을 전환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⑨ 농촌농업과 연계

 농촌농업과 연계한다. 농촌농업에 부담지워진 부분을 도시농업을 통해 자급하고, 그 부분

만큼 덜어진 부담으로 농촌농업을 살려야한다. 현재, 한국의 도시인구가 먹는 모든 농산물

을 한국의 농촌은 생산하지 못한다. 그 만큼 많이 먹기도 하지만, 생산과 소비지의 불균형

도 그 원인이다. 농촌농업과 연계를 하면서 농촌농업에 가해진 부담도 줄이고, 농촌농업도 

살릴 수 있다.

 ⑩ 의제21(Agenda21)에 도시농업을 추가한다. 

 

 ⑪ 도시계획에 추가

 도시계획에 ‘도시농업’을 포함한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도시계획의 틀을 깨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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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으로 재편한다. 개별 도시텃밭이 생태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어린이 놀이터 등고 k종

합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⑫  시민의 식습관 개선

 시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 이것은 육식에서 채식으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육식위

주의 식습관은 에너지소모적이고 대규모축산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도시농업을 통해 채소

류를 많이 생산하여 채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⑬ 도시농업NGO창설

 도시농업NGO를 창설한다. 도시농업자네크워크와 비슷하지만, 도시농업을 운동으로 조직할 

수 있는 NGO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들과 함께 관련 제도 제정운

동도 할 수 있다. 일단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도시농업NGO를 창설해 도시농업운동

을 주도해야 한다.

2. 이영민의 논문에 나온 국내의 조성가능한 텃밭 형태14)

 위의 활성화 방안은 거시적인 것인데 비해 다음에 소개할 방안은 텃밭에 집중한 활용방안

이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인용한다.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텃밭 유형의 농원이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활용되기

에는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리라 예상된다. 그러

나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 조성가능한 도시형 텃밭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후원(Backyards)형 텃밭 조성

   텃밭 유형중 가장 작은 규모로 조성하며 대부분 주거지역 크기에 적합하게 작은 규모로 

조성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발코니, 옥상, 개인정원등의 장소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박스

나 재배용기, 소규모 비닐하우스 재배등을 통한 후원형 텃밭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

용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도시가 좀더 풍요롭고 생산적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② 공장 부지를 이용한 텃밭 조성

  공장부지는 도시지역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생산적 용도로는 이

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장으로부터의 폐열등을 이용한 텃밭의 조성은 작업시간 이후의 

또는 휴일의 레크레이션 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장부지로서의 용도와 공원으로서 용도의 성격

을 가지도록 조성한다.

 한 예로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이 제도를 시행하여 사원과 사원가족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14) 이영민(1997:17)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있어 그대로 발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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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내 시범텃밭 조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자연환경보

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한 시설물로 10평이하의 간이휴게시설과 공원묘

지조성뿐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나 대규모 도시공원내에 텃밭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④ 공한지를 이용한 텃밭 조성

  공한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터, 빈터를 말함으로서 도시의 변천과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와 도시의 쇠퇴현상으로 (City blight) 보통 도시 총면적의 5~10%를 차지한다. 이런 

공한지는 도시내에서 수질오염, 토양오염등 여러면에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내 공한지를 텃밭으로 활용시 지주에게 공한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서 공한지를 텃

밭으로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내 공한지를 토지의 소유권자가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이전까지 분구원형태로 

일시적 이용권을 설정하여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한지가 다른용도로 개발될 때 텃밭이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는 한시성이 대표적 

단점이다.

  ⑤ 교육농장형 텃밭 조성

    최근 영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2세 교육의 목표를 환경친화적인 어린이의 육성에 두

고 식량재배에 의한 직접적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파괴적 기술주의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도시농장, 학동농원, 체험농원등을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주체

가 되어 조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원, 정원이자 자연유보지로의 기능을 가진 교육농장형 텃밭을 조성함

으로서, 버려진 땅을 창조적 용도로 바꾸어 주고, 많은 시설 설치비와 운영관리비가 소요되

는 도시공원의 개선방향으로 적극 모색한다.

⑥ 학습농장형 텃밭 조성

 도심지내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고가도로 및, 철로변, 하천변의 유

휴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공터, 학교부지, 주차장의 구석진 장소등 을 중심으로 소규

모 주말학습농장을개발하여 도심내 녹지를 적극 확보하고 영농체험 및 자연과의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도시환경의 다양성 제공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 예로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철도부지를 정원으로 꾸며,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크게 



- 37 -

발전시킨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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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금까지 도시농업의 개념, 정의, 역사와 더불어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았다. 또한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이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야함

을 어려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인류는 농업을 통해 문명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로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역사의 발전

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러한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 농업의 근본적가치를 거세시켜버린채 이윤추구만을 위해 벼랑끝으로 돌진하

고 있다. 그와 더불어 환경파괴가 아주 체계적이며 집단적으로 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곧 인류 생존의 위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류 생존의 위기순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요구받았고, 고민하였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다시금 돌아가야할 ‘오래된 미래’

가 있었다.

 농업은 인류 문명의 근본이다.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겠지만, 도

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 상태에서 그러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멀리 농

촌과 자연에서 떨어져있다. 

 우리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원예화’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으로써 ‘도시농업’을 조사ㆍ연구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보고서이다. 이것을 기초 자료로 하여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

가자.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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