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서와!
경기도 도시농업,

처음이지?



도시농업,
너는 누구니?

어서와!

도시농업의 의미

•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최근에는 도시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고,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였다.

도시농업의 목적

•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농업 주요 변화추세

도시민의 도시지역 한정

도시민과 농민교류 &

농촌지역 확대 

사회 공동체 회복 & 융합

사례별 공동체

대표모델 개발 & 확대

농산물 경작 취미활동

수목 화초재배 양봉, 곤충사육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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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화성, 파주, 광주, 김포, 양주, 

구리, 광명, 오산, 하남, 의왕, 과천, 

부천, 안성, 포천, 여주, 의정부, 이천

경기도 도시농업 조례현황

경기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이 도시농업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별로 되어있고, 이 중에서 농촌의 자연환경과 도시의 첨단 

시설이 융합 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도시농업이 향후 

발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기도 도시농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경기도 도시농업은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특화형 도시농업을

발전 계획 및 실행 중이다.



경기도 도시농업 텃밭면적 및 인구 변화 현황(최근 3년간)

텃밭면적 변화

2,572,855㎡

인구(수) 변화

300,764명

텃밭면적 변화

2,730,224㎡

인구(수) 변화

393,657명

텃밭면적 변화

3,167,751㎡
인구(수) 변화

435,242명

2016년

2014년

2015년



주택활용형
155,386㎡
5%

농장형·공원형
1,007,410㎡

32%

학교형
215,832㎡

7%

기타형 208,957㎡
6%

근린생활형
1,554,971㎡
49%

도심형
25,195㎡ 1%

주택활용형
124,910명

29%

농장형·공원형
94,434명

22%

학교형
70,018명

16%

기타형 12,392명

3%

근린생활형
119,630명

27%

도심형
13,858명

3%

2016년 경기도 세부 도시농업현황

텃밭면적(총)
3,167,751㎡

도시농업 인구(수)
435,242명



경기도 농업기술원

• 도시농업 육성지원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도시농부교육 등

•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공공텃밭에 도시농업 기술보급 지원 

•  도시노인 생산적 복지화 시범 

    도시노인들에게 적합한 농업 소규모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기술 교육

•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수요계층별 도시농업 교육, 유형별 도시텃밭 조성운영

경기도 농정해양국(’17.10월)

•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총괄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소규모 공유 농장 지원 사업

• 도시농업 홍보 권역별 경기도 도시농업 아카데미, 체험교육, 전시기획 등 개최

• 도시농업 DB구축 경기도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통한 추진현황 파악

경기도 도시농업,
어떻게 운영되지?

어서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공동체 발굴 및 프론티어(도시농업 활동가) 운영

• 경기도 도시텃밭 운영·지원사업

    · 랜드셰어 매칭사업(경작희망자 대상)

    · 스쿨에코팜 운영(초등학교 대상) 

    · 따복텃밭 운영(지역주민 대상) 

• 도시농업 협동조합 전문교육

    도시농업연계 콜라보레이션 협동조합 교육 & 전문컨설팅 시행



도시농업법령 개정 주요현황 알기

도시농업 시행규칙(’17.3.3 시행)

•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협의회  ·농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 차관

    ·고위공무원 + 위촉직 → 공무원 + 위촉직 변경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인력양성기관 지정취소시 중복규제 철폐(제10조, 제11조)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완화

    상근인원 도시농업지원센터 3명 → 1명 / 전문인력양성기관 2명 → 1명

    교수요원 자격 식물보호, 농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 추가

    교수요원 인정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과목별 시간지정 폐지

•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취소시 지정서 반납규정 폐지

도시농업 시행규칙(’17.1.1 시행)

도시농업법(’17.3.21 공포)

• 도시농업의 정의확대(제2조)

    농작물에서 수목, 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 확대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규도입

•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 지정

•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공동체 조문정리

•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조건을 기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도 및 교수 요원 요건을 준영하도록 규정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분야 기능사 이상

•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도시농업관련 교육시 도시농업관리사 의무배치

도시농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17.9.22 시행)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련 해설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도시농업육성법 제2조에 의거

도시농업관리사란?

•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  관련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에 기여

도입 목적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세부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명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 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2)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

   ·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총 80시간 / 이론 40 및 실습 40)   * 도시농업 육성법 제11조의2의제1항에 근거

취득요건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강사

•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학교 등의 교수요원

•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사업 추진인력

•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도시농업 전문인력 활용처



경기도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사람들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 역 지원센터 명 사이트 연락처

고양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goyang.go.kr/ 031-8075-4272

화성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hscity.go.kr/farm/ 031-369-4834

김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gimpo.go.kr/agri/main.do 031-980-2806

수원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suwon.go.kr/nongup/ 031-296-5950

성남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i.seongnam.go.kr/main.php 031-729-4023

평택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https://agri.pyeongtaek.go.kr 031-8024-4041

안산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http://nongeop.iansan.net/ 031-481-3765

시흥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http://shcity.atc.go.kr/ 031-310-6201

용인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https://www.yongin.go.kr/atc/index.do 031-324-4034

이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icheon.go.kr/site/iatc/main.do 031-644-4111

안성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https://www.anseong.go.kr/farm/main.do 031-678-3102

광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gjcity.go.kr/ggj/ 031-760-4757

남양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http://nais.nyj.go.kr 031-590-2572

파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https://agri.paju.go.kr 031-940-4802

양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http://atc.yangju.go.kr 031-8082-6104

포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pcns.or.kr/ 031-538-3777

여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yeoju.go.kr/main/agriculture 031-882-5959

연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http://www.yeoncheon.go.kr/agri/ 031-839-4201

가평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http://www.gp.go.kr/gpnongup/index.do 031-580-2853

양평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http://www.ypatc.net/html/index.php 031-770-3573

과천 과천도시농업지원센터 http://cafe.daum.net/gccfarmer 02-507-1100



경기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 역 양성기관 명 사이트 연락처

고양 도시농업네트워크 http://cafe.naver.com/godonet/ 010-4238-1118

수원 수원시 도시농업연구회 http://cafe.naver.com/suwondonong/ -

안양 경기 HRD 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200978 031-385-0979

부천 ㈜지엔그린 http://www.gngreen.co.kr/ 032-677-0151

파주 파주도시농부학교 http://cafe.daum.net/cityfarmer.paju/ 031-944-2306

광명 광명텃밭보급소 http://cafe.daum.net/kmgardeningmentor 070-8887-9114

과천 한국사이버원예대학 www.kchcc.or.kr 02-507-1100

도시농업 관련 사이트

지 역 양성기관 명 사이트 연락처

경기도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http://cafe.daum.net/guaccc 031-654-4998 

수원 수원텃밭보급소 http://cafe.daum.net/swgardeningmentor 010-8694-4725

오산
오산도시농부학교

(오산텃밭지기들)
http://cafe.naver.com/osancityfarmer -

안산
안산시 친환경도시농업 http://nongeop.iansan.net/urban/Main.jsp 1666-1234

안산도시농업연대 http://cafe.daum.net/ansanfarm 031-483-9696

서울
도시농업지원센터

(한국도시업조경진흥협회)
http://www.kual.or.kr/ 1588-2837

부천
도시농업포털

(부천도시농업한마당)
http://cityfarm.bucheon.go.kr 032-625-2810

대전 손수레 http://sonsure.co.kr/ 070-8899-3311

전체

모두가도시농부

(도시농업종합정보서비스)
https://www.modunong.or.kr:449/main.do 044-861-8883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http://www.도시농업포럼.kr 02-826-6789

도시농업운동본부 http://cafe.daum.net/k9001 -

사단법인 텃밭보급소 http://cafe.daum.net/gardeningmentor 02-324-8180



어서와!
경기도 도시농업,

처음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