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도시농업 추진실적2012년 도시농업 추진실적

※ ( )는 누계

구 분 계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농장

2011년

실 적

40개소

(100개소)

3,984구획
(17,976구획)

82,350㎡
(291,410㎡)

25개소
(60개소)

3,984구획
(17,976구획)

71,286㎡
(278,515㎡)

15개소
(40개소)

1,421㎡
(3,252㎡)

16,095개(구획)

9,643㎡
-

2012년

실 적

1,573개소

47,835구획

551,277㎡

350개소

27,635구획

385,997㎡

111개소

22,814㎡

20,200개(구획)

4,806㎡

1,112개소

137,660㎡

누 계

1,673개소

81,906구획

842,687㎡

410개소

45,611구획

664,512㎡

151개소

26,066㎡

36,295개(구획)

14,449㎡

1,112개소

137,660㎡

비고 - - - -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서울 도시농업 원년선언문서울 도시농업 원년선언문

①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등 가구당 3.3㎡ 이상

의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한다.

②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을 늘려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도

시농업 교육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③ 도시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 수도 서울 마스터플랜

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④ 도시농업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한 정책에 반영한다.

⑤ 마을단위의 자발적인 도시농업 풀뿌리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⑥ 공동체의식, 생태적 관계 등 도시농업의 가치를 교육과 연계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심성발달에 도움이 되게 한다.

⑦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농자재 재활용 운동, 친환경비료 사용 등을

장려하는 생태 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

⑧ 도시농업인과 농어촌의 전문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

불어 함께사는 도시와 농어촌」을 만든다

⑨ 도시농업 생산물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기쁨을 통해 도시농업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되게 한다

⑩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

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다.



2013년 도시농업 사업계획(안)2013년 도시농업 사업계획(안)

- 총 5개 과제, 23개 사업(신규13 ,확대9, 기존1) -

과 제 주 요 사 업 사업지표 비고

생활공간

모두 도시농업을

실천하게 하겠습니다.

1-1. 자투리 텃밭 조성 ․2,500구획 확대

1-2. 옥상텃밭 조성 ․65개소(1,300박스) 확대

1-3. 상자텃밭 조성 ․10,000개 보급 확대

1-4. 테마가 있는 농장 조성 ․18개소(127,100㎡) 확대

시민 누구나 실천이

가능한 도시농업을

만들겠습니다.

2-1.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2기(100명) 확대

2-2. 도시농부학교운영 ․60회(4,000명) 확대

2-3. 농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2회(14,960명) 확대

2-4.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식물병원운영) ․20회/1,000명 신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농업을

만들겠습니다.

3-1.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활성화 ․6회(필요시 추가) 신규

3-2. 도시농업 워크숍 개최 ․1회(9월 예정) 신규

3-3. 도시농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위탁,

구매 등)
신규

3-4. 도시농업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원 ․도시농업단체 텃밭조성 등

도시농업 사업지원
신규

3-5. 도시농업(지원센터, 인력양성)비용 지원 ․도시농업 인력육성

경비 지원
신규

3-6. 주민참여 예산 도시농업 실천 ․4개사업(공동체 도시

농업실천)
신규

3-7 도시농업활성화 세미나개최 · 개최시기:1월초

· 주관:도시농업시민협의회
신규

농업을 통해 힐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원예 치료프로그램 운영 ․1개소(시립병원) 신규

4-2. 학교농장 조성 ․40개교(6,600㎡) 확대

4-3.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실천 ․60개소 설치 신규

4-4. 도시텃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기: 4~11월(300건) 신규

도시농업저변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5-1.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1회(5월 중순개최) 확대

5-2. 시청옥상 양봉 사육 ․5봉군(4월중순 설치) 기존

5-3. 신청사앞 상자벼 전시 등 ․홍보용 도시농업 설치
(신청사앞, 열린시민마당)

신규

5-4. 도시농업 Map 제작 및 투어 ․지도제작(20,000매) 신규



2012년 도시농업 사진자료2012년 도시농업 사진자료

□ 도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조형물 도시농업박람회 광고배너

전시장 모내기 체험

시티팜 토킹콘서트 도시농업 학술대회



□ 학교농장

사당초등학교 일원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 옥상텃밭

옥상텃밭 도봉1동 주민센터 옥상



□ 노들도시농업공원

노들텃밭 친환경 맹꽁이 토종논

□ 자투리(옥상)텃밭

구로 한신IT 빌딩 종로 연건동 텃밭

도봉 쌍문동 나눔텃밭 강동 성내2동 주민센터 옥상



□ 테마가 있는 농장

다둥이농원 실버농원

□ 도시농업교육

도시농업 이론교육 도시농업 실습교육


