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도시 4-2-1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 상생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신규 총사업비 1,287백만원

❏ 사업개요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참여 확대로 모두가 도시농부

  ○ 도심텃밭 실천공간 확대·유지를 위한 도시농업 기반 조성

 ○ 도시농업 문화 확산 및 공동체 나눔문화 조성

❏ 목    표   

○ 도시농업 활동 텃밭 공간 확대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도시문제 해결

○ 농업체험교육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 추진계획 

○친환경 행복텃밭 육성 지원으로 도시농업 참여 유도

    - 농장 : 주말농장 시설개선 및 시민 편익시설 지원 

    - 참여 시민 : 분양비 일부, 씨앗·모종, 친환경 농자재 등 지원

○ 자투리 공간 이용 도심 속 상자텃밭 보급 확대

  ○ 공공건물·공동주택 옥상 등에 싱싱옥상텃밭 시범 추진

○ 실내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자동 물공급 화분 확대 보급 및 수직정원 시범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 다양한 계층의 도시농업 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과정, 친환경·청소년 도시농부학교, 어린이 

텃밭교실, 상자텃밭 및 주말농장 교육, 찾아가는 원예·곤충체험 교실 등

  ○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민간단체 육성 : 현재 2개 → 4개

  ○ 도시민과 농장주가 함께 가꾸는 공유농업 시범 추진

○ 도시농업 한마당 축제, 텃밭콘서트 및 텃밭 팜파티 추진

  ○ 텃밭정보, 축제 및 각종 행사 교육, 공모사업 등 도시농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2년 6.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 임기 후

행복도시텃밭 육성 - 500구좌 600구좌 700구좌 800구좌

상자텃밭 보급 2,500개 3,000개 3,500개 4,000개 4,500개

실내 공기정화 화분보급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도시농업 아카데미 5개과정 5개과정 5개과정 5개과정 5개과정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1,287 183 217 327 272 288

행복도시텃밭
육성

국비
도비
시비 161 - 35 36 42 48
기타 0

상자텃밭
보급

국비 0
도비 22 9 13
시비 358 91 32 75 80 80
기타 0

실내
공기정화
화분보급

국비 0
도비 0
시비 230 30 50 50 50 50
기타 0

도시농업
아카데미

국비 0
도비 38 6 2 30
시비 478 47 85 136 100 110
기타

❏ 쟁점 및 대책 

○ 쟁점

    - 도시농업 실천 공간 부족 및 시민 참여율 낮음

    - 도시농업 확대로 지역 농산물 판매저하 등 농업인들의 우려

    - 기 지원한 상자텃밭 활용·관리 미비

    - 도시농업을 통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부족

    - 도시농업의 사회·문화적 역할 미비

○ 대책

    - 민간 주말농장 육성 및 분양 지원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서울시의 경우 1구획 당 분양대금 30,000원, 씨앗, 모종, 유기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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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방제 등 지원으로 시민참여 제고 

    - 도농이 함께하는 공유농업 추진으로 고양 농업 활성화

    - 상자텃밭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활용 담당지역을 지정 

      주기적 방문교육 및 관리 실시

    -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추진으로 도시농업전  

      문가를 양성 텃밭상자, 그린힐링오피스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텃  

     밭매니저, 도시농업 강사 역할 부여로 일자리 창출

   -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위한 텃밭콘서트 및 텃밭 팜파티 추진 등

총괄부서 도시농업과장:소재식 ☎ 8075-4270 도시농업팀장:정인철 ☎ 4271 담당자:정현덕 ☎ 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